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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는 일년에도 몇 번씩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기사를 신문에서
접하게 된다. 그 사고 중 다수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
을 볼 수 있다(박두용 외, 2013). 첫째, 인명의 사상이 발생한 중대재
해였지만, 사고 형태로 보면 자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전형적
인 후진적인 산재사고인 점이다. 둘째, 사고가 주로 발생한 사업장은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형식의 사업장이고, 그 피해자 또한 하청근로
자라는 점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책임을 묻기에는 현
행 법체계상으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이 어떤 기술적
인 요인이 아니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
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즉 사내하도급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법제도로는 사내하도급 업
체에 유해․위험 작업의 집중과 그로 인한 산재발생을 막기 어렵다
는 분석 또한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은 이전의 산재원인에 대
한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추락’, ‘협착’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재해원인
에 국한되었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높아 영세성에서 기인
한다는 정도로만 분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자체
가 산재의 원인이라는 시각은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는 산재발생
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대기업의 횡포, 즉 ‘위험의 전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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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
에는 주로 조선소 등에서 널리 활용되었지만 그 후 철강․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간접생산부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관련업․식당․물류 등 용역서비스 및 대
형할인마트, 사무직종, IT 산업의 사무 및 전문직종 등 전 업종에 걸
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2010년도 자료에서 제조업 내 원청
대비 사내하청근로자 비율은 조선 122%, 철강 71%, 화학 25%, 기계
18%, 자동차 17%, 전기전자 14%로 나타났으며(은수미, 2012), 최근
조선 등의 사내하청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경향은 다른 산업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내하도급이 증가하고 사내하도급의 재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
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업체의 책임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유
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배분하거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
확히 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제2장에서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에 대해서 통계로
살펴본 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이 산업안전에 취약한 이
유를 이론과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의 사내하도급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안을 다루었다.

3. 하도급 재해의 취약성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에 관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설명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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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종식, 2015). 첫째,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산재원인으로 작동
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설비투자 능력이 부재한데 게다가 수시
로 공기단축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어렵
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이직으로
근속이 짧기 때문에 작업장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
다. 이 두 요인은 곧 재해위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가능성으로 인해서 재해율이 높아진다. 사내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들은 원청의 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에서는 배제
된 채, 작업장 내에서 원청 근로자들이 꺼리는 위험하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내에서 물량팀 등 중층화가 일
어나면서, 원-하도급 및 하도급 업체 간 소통의 어려움이 커진다. 이
러한 요인들은 곧 재해의 위험을 높인다.
셋째,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중대재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산재처리가 사내하도급 업체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도 일종의 낙인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넷째, 사내하도급 업체는 전체 공정의 일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업무과정을 조망하면서 그 속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
의 흐름이나 순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
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에 비해서 자신
이 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4. 사내하도급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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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적용대상인
원청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사업장에 관여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업체의 하도급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의 여러 고용형
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도 적합할 것이다. 즉 사회보험과 같은 기
본적인 보장과 안전에 대한 것은 ‘근로자’라는 제한을 두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대
적 입법이 필요없이 기존 법제의 해석과 운영을 통해 규율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만일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려울 경우, 현행 도급인의 의
무 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보호를 위
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중 제29조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집행과 해석론 전
개가 필요하다.
둘째,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에
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사
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 관리자를 형사처벌하
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
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
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최근 거의 없다. 그러나 사업 운영
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
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
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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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에게
벌금 외에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정보제공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9
조의 2를 보면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
하고 있다(시행령 제26조의2). 안전 문제는 공사금액이 큰 건설업에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하청의 자본이 열악하여 안전시
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원청이 하도
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
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
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안전보건을 위한 정보제공과 사전 안전계획의 설정이 필요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
29조 제4항)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작
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
정은 없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
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작업중지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소개되는 권한을 근로
감독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영국이나 프랑스
와 같은 국가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위험에서 격리시키기 위하여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작업중지권이 포함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권을 명할 근거는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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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권한이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있지는 않다. 근로감독관
에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보아
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
1월 현재 391명에 불과한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
폭 늘리고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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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재해 발생률은 낮은 편이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률은
높은 국가이다. 최근에도 중대재해와 관련된 뉴스는 거의 2～3일 간격으
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건설업, 광산업, 임업 등 특수한 몇
몇 분야에서 집중 발생했던 산재 사망사고가 이제는 조선, 제철, 석유화
학, 전자, 지하철, 가전 애프터서비스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걸쳐서 광
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뉴스를 볼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협력업체’라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조선 족장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희생자는 협력업체 직원 ○
○○ 씨 라는 것이다. 또한 그 사고의 원인은 끼임, 추락, 찔림, 전도, 누
출 등 후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가장 중시하고 노력해오
던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략은 산업안전공학
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또한 하도급 사고는 주로 건설업 현장에서 발
생해 왔기 때문에 하도급 사고 방지에 대한 원청책임을 규율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첨단의 과학이나 기술을 적용하기 이전의 후진적인 사
고이고, 희생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협력업체, 즉 하도급업체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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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1) 이러한 상황은 중대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우
리의 접근방법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더욱이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
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
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사내하도급 자체라고 볼 수 있
다는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전의 산재 원인에 대한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 원인에 대한 분
석은 ‘추락’, ‘협착’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재해 원인에 국한되었
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높아 영세성에서 기인한다는 정도로
만 분석되는 경향이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그러나 사내하도급
자체가 산재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나타나면서,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
되는 산재발생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대기업의 횡포, 즉 ‘위험의
전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즉 최근 일어나는 중대 산재
사고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산재예
방 기술적인 측면에 아니라 사내하도급 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이 집중
되는데, 현재 제도로는 이러한 유해․위험 작업의 집중과 그로 인한 산
재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해서 보다 심
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에는 주로 조선업에서 활용되었지만 그 이후
제조업 직접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오늘날은 전 업종에 걸쳐서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07년 비정규 관련 법의 시행 이후, 기업들은 법
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사내하도급 등으로의 외주화를 더욱 가속화하
1) 박두용 외(2013)에 따르면 최근 일어나는 중대 재해는 구조적인 면에서 다음 세
가지의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인명의 사상이 발생한 중대재해였지만
사고 자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전형적인 후진적인 산재사고였다는 점이다. 둘째
는 사고가 주로 발생한 사업장은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형식의 사업장이었고, 그
피해자 또한 하청근로자라는 점이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책임을 묻
기에는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제1장 서 론

3

고 있다.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제조업 내 원청 대비 사내하청 근로자 비
율은 조선 122%, 철강 71%, 화학 25%, 기계 18%, 자동차 17%, 전기전
자 14%로 나타났다(은수미, 2012). 최근 사내하청 근로자는 조선업 등의
제조업에서 급속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비 및 수선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안전에 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아래의 몇 가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사
내하도급 업체는 설비수리, 원재료 및 제품의 포장․운반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업이 원도급 업
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업체의 자율적 노력만으
로는 충분한 재해예방이 되기 어렵다. 하도급 업체는 자체적으로 산업안
전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관리능력, 자금 등이 절대적으로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의 일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업무과
정을 조망하면서 그 속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의 흐름이나 순서를
조정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심지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에 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은 이러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업체의 책임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의 유해․위
험요인이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그 관리책임 또한 사내하도
급 업체의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배분하거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을 강화한 바 있으며, 현재도 하도급 업체의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
재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하도급 업체의 산재현황, 산재예방조치 및 안전
관리 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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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량의 조사연구가 행해졌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업
체의 재해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거의 없었고, 특히 이를 원하도급
관계와 노사관계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발생 및 산업안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DB를 이용하여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 정도를 원도급 업체와 비교하고 사내하도급 업체가 재해에 대
해서 원도급 업체보다 취약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주요 외국의 사내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내하도급 안전관리 체계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업체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
도 개선방안과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에 대해서 통계로
살펴본 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이 산업안전에 취약한 이유를
이론과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
본, 대만의 사내하도급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안을 다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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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제1절 통계로 본 하도급 재해

1. 문제제기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정
규직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학술적, 정책적 주장과 논의들이 활
발히 진행된 바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비정규직의 정의 및 규모를 둘러싼
주장과 논쟁에서 시작되어 정규직화 가능성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이동성
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둘러싼 논
의들까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뿐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
행하는 비정규직이 겪는 여러 가지 상대적 차별 혹은 격차와 관련된 이
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
는 소위 산업안전 격차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
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과 함께 산업안전에서도 고용형
태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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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고용
한 근로자를 칭한다. 그들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
청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
자들 사이의 산재위험의 격차를 통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
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관한 설
명과 함께, 기술통계량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들 간에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여부, 산업안전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비교해 본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활용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 간에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본다. 추가로 작업장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강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겠다.

2. 산업안전 관련 실태
본 장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
구원에서 관장하는 근로환경조사의 제2차년도 자료(2010년)이다. 본 자
료를 활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 자료가 별도의 독립적 질문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내의 세부 고용형
태별 규모를 살펴보는 데 대표적인 통계로 활용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사내하도급 근
로자는 원청업체에 의해 업무를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로서 그 업체의 정규직일 수도 비정규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한시, 파견, 용
역, 시간제, 일일, 가내, 특수근로의 아홉 가지 고용형태 중 하나로 간주
될 뿐이지 별도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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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몇 차례 실시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
의 사업체 패널조사 등에서 사내하청근로자의 규모를 묻고 있는데, 고용
노동부의 2008년 조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의 28.0%,
2010년 조사에서는 32.2%에 달했다(이병희, 2012).2)
결국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모수는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정확한 규
모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본 분석에
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식별과 관련해서는 개인조
사에서 이를 파악하는 경우 자체가 매우 희귀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
로환경조사 2차년도(2010년) 자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을 대표성 있
게 표집하면서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의 발생여부 및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여부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라
는 점에서 본 장의 분석에 적합한 거의 유일한 자료임을 밝힌다.
근로환경조사 2차년도 자료(2010년)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 있다. 질문 Q10a를 보면 ‘귀하가 일하는 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그중에서 ‘(3) 사내협력업체’라고
응답한 경우를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동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표본은 6,220개인데, 본 장의 분석에 활용된 회귀
모형에 쓰인 변수들 중 일부가 결측된 값을 제외하면 총 6,199개의 자료
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127개로 전체 임금근
로자 중 2.05%에 해당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실태를 살펴
보겠다. 우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사내하도급이 아닌 근로자들과 비
교했을 때 산업안전과 관련한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보
겠다. <표 2-1>에서 <표 2-3>까지는 작업공간에서 근로자들이 주관적
으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각각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신적 위험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2) 그러나 이 조사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비교적 대규
모 사업체에서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노동시장에
서 사내하도급의 비중은 이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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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사내하도급 여부별 물리적 위험 노출강도(제조업/비제조업)
제조업
평균

S.D.

비제조업
Obs.

평균

S.D.

전체
Obs.

평균

S.D.

Obs.

사내하도급 이외 1.384 1.411 1,065 0.731 1.133 5,007 0.845 1.212 6,072
사내하도급

1.410 1.366

30 1.088 1.331

97 1.164 1.341

127

전체

1.385 1.409 1,095 0.737 1.138 5,104 0.852 1.215 6,199

우선 물리적 위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근로환경조사에서는 근로
자들이 작업 도중 물리적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묻고 있다.
여기서 물리적 위험이란 구체적으로 ‘1) 수동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되
는 진동, 2)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3)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4) 실내/실외에 관계
없이 낮은 온도, 5) 연기, 흄(용접흄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6)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
입, 7)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 8)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 9) 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
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이다.
<표 2-1>의 물리적 위험 노출강도는 각각의 물리적 위험(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증기, 화학물질, 담배연기, 감염물질)을 ‘절대 노출 안됨’
을 0, ‘거의 노출 안됨’을 0.1, ‘근무시간의 1/4’을 0.25, ‘근무시간 절반’을
0.5, ‘근무시간 3/4’을 0.75, ‘거의 모든 근무시간’을 0.9, ‘근무시간 내내’를
1로 각각 코딩하여 합산한 값이다. 즉 물리적 위험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들을 각각 0과 1사이의 값을 취하도록 정형화하였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과 이외 근로자들의 물리적 위험 노출강도를 비
교해 보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물리적 위험 노출강도는
1.164로 사내하도급이 아닌 근로자들의 평균값인 0.845보다 3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물리적 위험 노출강도는 1.410으
로 나타나 사내하도급 이외 근로자들의 노출강도인 1.384보다 다소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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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물리적 위험 노출강도
(1.088)는 사내하도급 이외 근로자들(0.731)보다 비교적 크게 높았다. 물
론 전반적인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 자체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비교적 크게 높지만, 사내하도급 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물리
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는 근골격계 위험의 노출강도를 비교한 것인데, 근골격계 위
험이란 구체적으로 ‘1)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2) 사람을 들어 올
리거나 이동시킴, 3)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 4) 계속 서
있는 자세, 5)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을 의미한다. 물리적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근골격계 위험의 노출강도를 ‘절대노출 안됨’
에서 ‘근무시간 내내 노출됨’까지 각각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다시 코딩
하여 합산한 값의 평균값을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근골
격계 위험 노출강도는 1.747로 사내하도급이 아닌 근로자들의 평균값인
1.434보다 21.3% 더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나누어 보면
우선 제조업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위험 노출당도는
1.690으로 사내하도급 이외 근로자들의 노출강도인 1.480보다 높았는데
이는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비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 근로
자의 근골격계 위험 노출강도는 1.765, 사내하도급 이외 근로자들의 노출
강도는 1.424로 나타났다.
<표 2-3>은 정신적 위험의 노출강도인데 정신적 위험은 ‘1) 고객, 승
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함, 2) 화가
<표 2-2> 사내하도급 여부별 근골격계 위험 노출강도(제조업/비제조업)
제조업
평균

S.D.

비제조업
Obs.

평균

S.D.

전체
Obs.

평균

S.D.

Obs.

사내하도급 이외 1.480 1.113 1,065 1.424 1.124 5,007 1.434 1.122 9,072
사내하도급
전체

1.690 1.082

30 1.765 1.229

97 1.747 1.192

127

1.486 1.111 1,095 1.430 1.127 5,104 1.440 1.124 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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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사내하도급 여부별 정신적 위험 노출강도(제조업/비제조업)
제조업
평균

S.D.

비제조업
Obs.

평균

S.D.

전체
Obs.

평균

S.D.

Obs.

사내하도급 이외 0.733 0.836 1,065 1.087 0.893 5,007 1.025 0.894 6,072
사내하도급
전체

0.808 0.982

30 1.160 1.000

97 1.077 1.003

127

0.735 0.840 1,095 1.088 0.895 5,104 1.026 0.896 6,199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룸, 3) PC, 네트워크, 대형컴퓨터 등 컴퓨터로 일
함, 4) 업무를 위해 인터넷/이메일을 사용함’을 노출강도에 따라 0에서 6
으로 코딩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정신적 위험 노출강도의
전반적 크기를 보면, 앞의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와는 정반대로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정신적 위험 노출강도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다르게 사내하도급
이 아닌 근로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신적 위험 노출강도는 1.077로 사내하도급이 아닌 근로자들의 정신적
위험 노출강도의 평균값인 1.025보다 약간 더 높았다. 이는 제조업, 비제
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신적 위험
노출강도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2-1]은 지금까지 표로 나타낸 바 있는, 근로자들이 작업과정 중
에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신적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지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이외의 근로자로 나누고 또한 제
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우선 각각의 위험 중에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물리적 위험에 대
한 노출강도가 높았고, 비제조업은 정신적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가 높았
으며, 근골격계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는 두 부문 모두 비슷했다. 모든 경
우에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사내하도급 이외 근로자들에 비해 각
각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이제 이러한 작업 중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의 차이가 실제 산업
재해의 발생에 차이로까지 드러나는지 추가로 살펴보겠다. <표 2-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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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내하도급 여부별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

<표 2-4> 사내하도급 여부별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
(제조업/비제조업)
제조업
발생 안함 발생함

비제조업
전체

발생 안함 발생함

전체

사내하도급 이외

1,026
(96.3%)

39
(3.7%)

1,065
(100.0%)

4,902
(97.7)

105
(2.1)

5,007
(100.0)

사내하도급

27
(90.0%)

3
30
(10.0%) (100.0%)

92
(94.9)

5
(5.2)

97
(100.0)

전체

1,053
(96.2%)

42
(3.8%)

4,994
(97.8)

110
(2.2)

5,104
(100.0)

1,095
(100.0%)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사내하도급이 아닌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업무상 사
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 결근이 발생할 확률을 비교한 것이다.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였다.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지난해(2009년) 1월 1일 이후 업무상 사고로
인해 결근했는가?’라는 질문과 ‘지난해(2009년) 1월 1일 이후 업무상 질
병으로 인해 결근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두 대답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하여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 여
부를 식별하였다. 이때 이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 원직에 복귀하지 않
은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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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원직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뒤의 회귀모형
에서 직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들과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의 발생
여부를 관련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산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은 제조업의 경우 10.0%, 비제조업의 경우 5.2%에 달했는데, 이
는 같은 부문의 사내하도급 이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확률인 3.7%, 2.1%에 비해 높은 것이다. 전체 표본에서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확률은 6.3%로
사내하도급 이외 집단의 확률인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본적인 기술통계량을 통한 분석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업무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제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결근확률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발생의 결정요인
이제 앞의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발견된 내용이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
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통해서
도 동일하게 발견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
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여부를 식별하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다. 즉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은 1, 미
발생은 0으로 식별되며, 통상적으로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활용하는
로짓(logit) 모형을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        

(1)

식(1)은 횡단면 자료를 활용해서 로짓 모형으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발생의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경험여부를 나타내는 1과 0으로 구성된 이진변수이다.   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독립변수이고   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의 내재적 요인, 물리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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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투입변수(모형)
내

용

근로자의
내재적 요인

성별, 연령, 학력, 직종, 근속, 숙련, 노동시간, 야간노동 여부, 장시
간노동 여부, 교대근무 여부, 위험에 대한 태도(안전장구 착용 여부)

작업환경
(위험요소)

총체적 작업위험 강도(물리적＋근골격계＋정신적 위험 강도),
업종, 규모

관리감독 예방
노조, 안전관련 정보제공 여부, OJT 여부
등의 요인

환경, 관리감독 등 예방요인 등을 의미하는 통제변수이다(   는 오차항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제외한 투입된 통제변수 모형은 <표 2-5>와
같다. 통상 산업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변수들인데
크게 근로자의 내재적 요인과 작업환경(위험요소), 그리고 관리감독과 같
은 예방과 관련된 요인들로 나눌 수 있다.
근로자의 내재적 요인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속성 요인들과 직
장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발생위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다. 즉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인적 속성 요인들과 근로자
가 종사하는 구체적 직종, 숙련수준, 그리고 근로자가 소속된 직장의 노
동시간, 야간노동 여부, 장시간노동 여부, 교대근무 여부,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포함된다.
작업환경은 구체적 직무의 위험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앞서 설명한 물
리적 위험강도와 근골격계 위험강도, 정신적 위험강도를 합산하여 총체
적 작업 위험강도로 식별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소속된 직장의 업종과
규모 역시 작업의 위험정도를 대표한다고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관리감독 등 예방요인에는 노동조합의 존재여부, 안전 및 건강과 관련
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직무와 관련한 현장훈련이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표 2-6>에는 투입변수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
어 있다. 이 중 종속변수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확률과 독립변수
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여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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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의 구성 역시 표의 설명과 동일하고 직종은
표분직업분류가 아니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분류)를 따랐다.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기질과 같은 직능유
형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인데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방식보다 좀 더 세
밀하고 구체적으로 직종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CO 분
류는 원래 24개 직종으로 나뉘는데, 본 분석에서 식별된 직종의 구분은
기계관련직과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을 생산직으로 묶어서 총 22개이다.
<표 2-6> 투입변수 설명
변수명

내

용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확률

업무상 사고 여부＋업무상 발병 여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여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면 1

성별

남성이면 1

연령

연속변수

학력(더미)

초졸 미만/초졸/중졸/고졸/대졸/대졸 이상

직종(더미)

KECO 직종분류(22개)

근속

현 직장 근무기간(년)

숙련부족

현재 직무 대비 숙련이 부족하면 1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연속변수)

심야근무 여부

심야근무하면 1

장시간노동 여부

장시간노동하면 1

교대근무 여부

교대근무자는 1

안전장구 미착용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자=1

총체적 위험 노출정도

물리적 위험＋근골격계 위험＋정신적 위험

산업(더미)

농림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개인서비스업/
운수업/사업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기타산업

기업규모

5인 미만/5～9인/10～49인/50～99인/
100～299인/300～999인/1,000인 이상

노조여부

유노조 기업은 1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하면 1
OJT 경험여부

OJT 받으면 1

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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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은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년수를 의미하며 숙련부족은 근
로자의 기술수준을 측정하여 숙련이 부족한 경우를 특정한 것인데, 구체
적으로 ‘나의 임무를 잘하기 위해 훈련(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숙련부족으로 식별하였다.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심야근무 여부는
지난 한 달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장시간노동 여부는 지난 한 달간 하
루에 1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교대근무 여부는 교대근무
를 서는 경우를 1로 식별했다.
안전장구 미착용 여부는 근로자 개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식별하
는 질문인데, 구체적으로 업무상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항상 착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
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1인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총체적 위험 노출정도는 앞서 언급한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
신적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를 합산한 값이다.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숙
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
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업, 폐기물․환경복원업, 출판․
영상․정보업), 사회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
츠․여가관련업,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 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업,
전기․가스․수도업, 자가소비생산활동업), 기타산업으로 구분했다.
기업규모는 현 직장의 규모를 5인 미만,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의 7개 범주로 나누었고, 노조가
있는 기업은 유노조 기업으로 식별했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는 일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
한 위험요인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받는지 물어서 ‘매우 잘 제공받는다’
와 ‘잘 제공받는 편이다’를 합하여 제공받음을 1로 식별했다.
OJT 제공여부는 ‘지난 1년간 기술(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료나 현
장감독자들이 담당하는 현장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
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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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투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결근)확률은 평균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표본의 2.0%였다.
근로자의 내재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먼저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
의 비율이 55.0%에 달해 여성 근로자보다 다소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2.3세였다.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43.1%, 대졸이 전체의 38.8%로 이 두
학력집단이 전체 표본의 81.9%에 달했다. 영업․판매직의 비중이 12.0%
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비교적 직종분포가 많은 직종은 경비․청소직
(8.9%), 음식서비스직(8.6%), 생산직(6.7%), 건설관련직(6.7%), 연구직(6.6%)
등이었다.
<표 2-7> 기술통계량
내
용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확률
사내하도급 근로자 여부
성별
연령
초졸 미만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관리직
경영회계사무직
금융보험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직
보건, 의료직
사회복지 및 종교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직
운전, 운송직
영업, 판매직
경비, 청소직

N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6,199

평균 표준편차 최소
0.011
0.103
0
0.020
0.260
0
0.550
0.498
0
42.315 12.278
15
0.016
0.127
0
0.058
0.235
0
0.076
0.266
0
0.431
0.495
0
0.388
0.487
0
0.030
0.169
0
0.030
0.172
0
0.170
0.376
0
0.044
0.205
0
0.066
0.249
0
0.010
0.098
0
0.035
0.184
0
0.020
0.141
0
0.013
0.114
0
0.043
0.203
0
0.120
0.325
0
0.089
0.285
0

최대
1
1
1
8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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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의 계속
내
용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직
음식서비스직
건설관련직
생산직(기계, 재료, 화학관련직)
섬유, 의복관련직
전기, 전자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농림어업 관련직
군인
근속
숙련부족
근무시간
심야근무 여부
장시간노동 여부
교대근무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여부
총체적 위험 노출 정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기타산업
5인 미만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노조여부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여부
OJT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6,199 0.020 0.139
0
6,199 0.086 0.280
0
6,199 0.067 0.250
0
6,199 0.067 0.250
0
6,199 0.011 0.103
0
6,199 0.036 0.187
0
6,199 0.013 0.114
0
6,199 0.009 0.094
0
6,199 0.033 0.178
0
6,199 0.013 0.114
0
6,199 0.004 0.066
0
6,199 5.901 7.212
0
6,199 0.211 0.408
0
6,199 45.162 13.981
2
6,199 0.127 0.333
0
6,199 0.355 0.478
0
6,199 0.102 0.302
0
6,199 0.025 0.155
0
6,199 3.317 1.914
0
6,199 0.010 0.098
0
6,199 0.001 0.038
0
6,199 0.177 0.381
0
6,199 0.088 0.283
0
6,199 0.217 0.413
0
6,199 0.040 0.196
0
6,199 0.179 0.384
0
6,199 0.275 0.447
0
6,199 0.012 0.110
0
6,199 0.241 0.428
0
6,199 0.154 0.361
0
6,199 0.309 0.462
0
6,199 0.099 0.299
0
6,199 0.078 0.269
0
6,199 0.041 0.199
0
6,199 0.042 0.200
0
6,199 0.127 0.333
0
6,199 0.402 0.490
0
6,199 0.182 0.386
0

최대
1
1
1
1
1
1
1
1
1
1
1
50
1
112
1
1
1
1
1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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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속연수는 5.9년이었고 현 직무에 비해 숙련 수준이 낮다고 응
답한 비율은 21.1%에 달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2시간이었고 심
야근무를 경험한 근로자의 비중은 12.7%, 장시간노동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중은 35.5%에 달했다. 교대근무자의 비중은 전체의 10.2%였다. 안전장
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비중은 2.5%였다.
다음으로 작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겠다. 총체
적 위험 노출정도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4까지 분포하는 가운데 평균
점수가 3.3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회서비스업이 27.5%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서비스업(21.7%), 사업서비스업(17.9%),
제조업(17.7%)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업규모는 10～49인 규모
가 3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5인 미만(24.1%),
5～9인(15.4%), 50～99인(9.9%)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유노조 기업의 비중은 12.7%로 나타났고 일과 관련하여 건강 및 안전
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40.2%였다. 한편 OJT를 제
공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8.2%로 나타났다.
<표 2-8>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의 결정요인을
로짓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이 더 높은지 살
펴보면,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의 크기는 0.759로 나타났는데 한계효과의 크기를 계산
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업무상 사고 및 질
병을 당해서 결근할 확률이 1.7% 더 높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일수
록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확률이 다소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업
무상 사고 및 질병을 당할 확률은 더 높아졌다. 심야근무를 서는 사람이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을 당할 확률이 더 높았고 교대근무자의 경우 그 확
률이 다소 낮아졌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확률이 비교적 크게 높아졌다. 위험에 노출되
는 강도 역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확률을 마찬가지로 높였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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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 결정요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Coef.

Std. Err.

p값

한계효과

0.759

0.398

0.057

0.017

성별

-0.618

0.219

0.005

-0.014

연령

0.016

0.010

0.095

0.000

근속

-0.013

0.013

0.342

0.000

숙련부족

-0.038

0.214

0.859

-0.001

노동시간

0.010

0.007

0.164

0.000

심야근무 여부

0.839

0.250

0.001

0.019

장시간노동 여부

0.343

0.209

0.102

0.008

-0.779

0.334

0.020

-0.018

안전장구 미착용 여부

0.812

0.333

0.015

0.019

총체적 위험 노출 정도

0.037

0.007

0.000

0.001

노조

0.123

0.284

0.664

0.003

안전관련 정보 제공 여부

0.000

0.186

0.999

0.000

-0.194

0.235

0.409

-0.004

교대근무 여부

OJT 여부
Number of obs＝6,199
LR chi2(54)＝151.90
Prob > chi＝0.0000
Pseudo R2＝0.1064
Log likelihood＝-637.82619

주 : 학력과 직종, 산업, 규모를 통제했으나 지면관계상 보고하지 않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경험할 확률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 심야근무, 안
전장구 미착용,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사고 및 질병확률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남성, 교대근무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4. 주관적 위험 노출강도의 차이
앞의 분석결과 기술통계량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
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경험할 위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발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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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event)는 매우 드물게 발생되는 사건이다. 본 표본에서도 그 확률
은 1.1%에 불과하다. 또한 본 분석에서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표본의 2% 남짓한 정도이다. 이러한 부분이 로짓
모형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종속변수를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여부 대신 업무상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로 바꾸어 그 발생요인을 회
귀모형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앞의 로짓 모형 추정결과에서도 드러나
듯이 업무상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을 경험할 확
률은 높아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업무상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바로
산업재해 발생의 사전 위험지표로 인식되곤 한다.
업무상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앞의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
신적 위험 정도의 총합으로 0에서 14(정확히 13.75) 사이의 값을 가지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갖는다(평균값은 3.317). 따라서 연속변수인
총체적 위험 노출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업무상 위험에 대한 총체적 노출정도를 의미
하는 연속변수이다.
             ,        

(2)

식(2)는 총체적 위험 노출정도를 선형회귀모형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다. 이때   는  근로자가 업무상 물리적, 근골격계, 정신적 위험에 노출
되는 강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수이고   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인지 여
부를 식별하는 독립변수이다.   는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의 내재적 요인, 물리적 작업환경, 관리감독 등
예방요인 등을 의미하는 통제변수이다(    는 오차항임).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앞의 <표 2-5> 및 <표 2-6>과 동일하다.
<표 2-9>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업무상 위험에 대한 총체적 노출강도
와 노출량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노출강도의 결정요인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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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먼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이외의 근로자에 비해 업
무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가운데 계수값의 크기는 0.047로 나타나 사내하도급 근로
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업무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밖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업
무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다소 낮았다. 반면에 근속이 오래될수록 그
<표 2-9> 작업관련 총체적 위험 노출강도 및 노출량 결정요인
총체적 위험 노출강도
Coef. Std. Err.

p값

총체적 위험 노출량
Coef. Std. Err.

p값

사내하도급 근로자

0.047

0.154

0.002

19.021

8.692

0.029

성별

0.318

0.524

0.544

3.692

2.949

0.211

연령

-0.157

0.002

0.000

-0.591

0.134

0.000

근속

0.018

0.004

0.000

0.882

0.202

0.000

숙련부족

0.674

0.055

0.000

28.438

3.085

0.000

노동시간

0.013

0.002

0.000

-

-

-

심야근무 여부

0.020

0.080

0.807

15.266

4.499

0.001

장시간노동 여부

0.057

0.055

0.308

58.127

2.794

0.000

교대근무 여부

0.086

0.086

0.319

3.080

4.854

0.526

안전장구 미착용 여부

0.349

0.141

0.014

18.960

7.958

0.017

노조

0.055

0.076

0.469

-1.483

4.288

0.729

-0.099

0.047

0.034

-7.681

2.627

0.003

0.523

0.060

0.000

16.916

3.355

0.000

안전관련 정보 제공여부
OJT 여부
Number of obs

6,199

6,199

F( 52, 6146)＝

31.30

38.53

Prob > chi＝

0.000

0.000

R2＝

0.213

0.246

주 : 학력과 직종, 산업, 규모를 통제했으나 지면관계상 보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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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다소 커졌다. 숙련이 부족한 근로자는 업무상 위험에 노출될 확
률이 비교적 크게 높았다(이는 물론 낮은 숙련 때문에 주관적으로 측정
하는 위험정도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길
수록 업무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다소 높아졌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총체적 위험 노출강도는 더 커졌으며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총체적 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OJT를
받은 경우 오히려 노출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위험이 존
재하는 직무에 대해서만 주로 OJT가 행해져서 나타나는 통계적 문제일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절대적 양(量)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관적으로 측정된 노출강도에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곱해서 총체적 위험 노출량의 결정요인을 추정해보았다. 마
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근속(＋), 숙련부족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부호의 방향성도 노출강도의 경우와
동일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험노출량 결정요인의 회
귀모형에서 노동시간 변수를 삭제하였는데, 심야근무나 장시간근무는 위
험노출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관련 정
보 제공여부(－), OJT 여부(＋) 등의 변수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서 동일한 부호의 방향성을 보였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강도나 절대적인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노출강도 및 노출량
을 줄이는 것과 통계적 관련이 있으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나 노출시간을 늘리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

5. 소 결
제3장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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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라 판단되는 근로환경조사 제2차년도 자료(2010년)를 활용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산업안전과 관련한 측면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우선 기술통계량의 결과를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각자 주관적
으로 판단하는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신적 위험에 더 크게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물리적, 근골격계,
정신적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는 각각 1.16, 1.75, 1.08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내하도급이 아닌 근로자들의 각각의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인 0.85,
1.43, 1.03에 비해 다소 높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확률 역시 6.3%로 나타나 그 밖의 근로자들의 확
률인 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큰 차이는 발
견되지 않았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조금이라도 더 컸다. 다만 절
대적 위험에 대한 확률은 제조업은 물리적 위험이, 비제조업은 정신적
위험이 더 높았고 근골격계 위험은 양 부문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계량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우선
로짓 모형으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의 결정요인
을 추정한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값은 0.759, 한계효과는 0.017).
종속변수를 주관적으로 측정된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 및 절대적 노출량
으로 했을 때 역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사내하도급 이외 근로자에 비
해 더 강하게 또는 더 오래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들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요소에 대한 노출강도 및 노출량, 객
관적으로 측정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겪는 다른 차원에서의 격차나 차별
뿐 아니라 산업안전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나 차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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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 제조업을 중심으로3)

1. 문제제기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의 의미와 제도적 공백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주화를 통한 소위 ‘간접고용’이 점
차 일반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 7월 소위 ｢근로자파견법｣(파
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한 명의 노동자에게 두 명 이상
의 사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파견노동
이 합법화되었고, 2007년 7월 소위 ｢비정규직법｣4)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통과로 인해
기업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고용이 오히
려 고용에 대한 ‘규제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파견 이외의
용역, 사내하도급, 독립도급 등의 ‘대체고용(alternative employment)’을
활용하면서 고용의 탄력적인 운영과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고용’ 중 제조업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태
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정규직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이다. 박종식(2014)은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은 생산의 외부적인 분할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별
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하여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양태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은 기업 간의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기업 간 및 기업 내 ‘고용관계’와 중첩되어(over-determined)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노
3) 이 부분은 박종식(2014)의 연세대 박사논문인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재해
위험의 전가｣ 중 일부를 요약, 수정한 내용이다.
4)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1998
년 7월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둘을 묶어서 통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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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고용관계’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거래관계’이기도 한 모순적인 노동
자로서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바람
직한 경우에는 양쪽의 이해당사자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 떠넘
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식(2014)은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의 모순적인 특징을 통해서 원
청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 활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작
업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용에 따른 책임은 ‘하도급
계약’을 매개로 사내하도급 업체 사업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사
실상 소속 사업장 원청의 지휘, 감독관계 하에서 원청의 생산시설을 이
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도급’의 형식으로 계
약이 체결되어 있기에 고용문제는 오로지 사내하도급 업체 사용자와의
관계로만 제한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실
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매우 불분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노동
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적인’ 노동의 한 유형인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전통적인 의미의 작업장 재해(즉, 산업재해)에 새롭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의 사전적인 의미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한다
(두산백과사전). 그리고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
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5) 작
업장 안전보건 및 재해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공학이나 보
건의료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작
업기계의 위험, 작업환경의 위험, 작업공정의 위험, 불안전한 작업방식의
5)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
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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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등)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 및 작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문제 또한 ‘사회
과학자가 연구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실질적인 인간행동에서 발발하는 문화의 모든
대상들’을 의미하는 ‘사회적 실재’(김용학․임현진, 2000 : 147)로서 산업
재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산업재해가 법적으
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에서 정의된 산업재해의 범위가 역사적인 시점
및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관계,
특히 노사 간의 세력관계가 반영된 결과(Elling, 1986)라는 점에서 산업
재해는 단순히 안전공학이나 보건과학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차
원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물리
적 환경인자, 사회심리적 인자, 사회구조적 인자로 구분하고 있다.6) 우선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리적 환경으로만 국한하
여 파악하는 것은 해당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주어진 것으로만 파악할
뿐 그 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다.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을 사회심리적 인자로까
지 확장하여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을 단지 개인적
인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이 시각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산업재해의 원인이라는 견해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
만 인간,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질병은 사회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이
미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경용, 1990 :
488～490).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구조적 인자’의 하나인 노동시장
의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생겨난 사내하도급 확산 현상을 검토하고, 사내
6) 물리적 환경인자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적 실체로서, 작업장에서는 분
진, 온열, 가스 등이 해당된다. 사회심리적 인자는 인간의 행동양식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흡연습관, 식습관, 생활습관, 조직규범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
로 사회구조적 인자는 인간의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을 규제하는 제 조건을 포함
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노동과정,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이 여기
에 해당될 것이다(이경용, 1990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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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같은 사업장
에서 일하고 있는 원청 노동자들과 비교를 통해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과학의 영역에
서 작업장 내 산업재해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거나 접근하려는
시도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사내하청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관
계의 등장 또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점차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Goudswaard et al, 2002 : 12;
박두용 외, 2005 : 21-31; Wooding et al, 1999[2008] : 103-105; Benach
and Muntaner, 2007).
1981년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업장 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및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규
제는 없었다. 일차적으로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초
반까지는 1차산업에 종사하던 노동력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유입
되면서 임금노동자가 증대되고 있던 시기로서,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의 규율 대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라고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안전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에는 기존 사업장 내에서 사내하도급을 이용하고, 나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전가하는 방식의 기업운영에 대해
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
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동 법에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분
리 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을 보면 일부 유해물질을 취
급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하도급(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산
안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제28조 제1항에서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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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다)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도급(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 내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 도금작업 ② 수
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④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의 내용
은 한국 최초로 하도급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원청의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만을 중심으로 규
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대상 유해물질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건물 외부에 매달려서 하는 작업(고소작
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도급계약
을 통해서 고소작업을 넘기는 경우,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산안법｣상 도급(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18조의 안전보
건총괄책임자, 제28조의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
전․보건조치, 제29조2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
한 특례등이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산안법 제18조), ‘수급
인’, ‘수급인의 근로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도급을 주어하
는 사업’의 사업주를 도급사업주 내지 도급인이라 지칭하도록 하고 있다
(산안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이러한 법률들의 내용을 토대로 사내하도
급 노동의 개념을 만들어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도급
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내하도급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하지만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 노동’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
7) 업무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지 않고 도급인 사업장의 외부로 도급을 주는 경우
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 고려대상은 사내하도급에 한정해서 살펴
보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29

지만 사용자가 다른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칭하는 개념으로서, 아직까
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하도급 관계를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내하도
급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없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산안법｣ 제
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통해서 하도급 노동에 대
한 부분적인 규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보
다 명시적이고 제도적인 보호방안은 아직까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오히려 실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된 제도를 통한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건강을 잃거나 재산상 손실
을 입는 산업재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의 집단적 노력은 산업재
해보상보험제도의 제정과 ｢산안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산물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산안법｣이 산재 피해를 입는 대
상 모두를 포괄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미비로 인한 위험의 전가(transfer
of risk)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재취약계층’8)이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제조업 작업장 내 안전보건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기존과 같은 산업공학․보건의료적인 접근은 계속 필
요할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고용계약 관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행해지던 산업공학․보건의료적인 접근과 더불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서 산업재해에 대해 접근하고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
는 산업재해를 관리하고 줄여나갈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의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제조업종에서 원청인 대기업 중
심의 산재예방사업 전개만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및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
8) 산재취약계층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산재다발계층, 사회적 취
약계층, 산업안전보건 행정서비스 취약계층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조명우
외, 2006). 이 중 위험의 전가에 따른 산재 취약계층은 현재 산업안전보건 행정서
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계층이 주로 해당될 것이다. 제조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들은 상대적으로 산재다발산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면서 행
정서비스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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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존의 노력만으로는
작업장 내 노사관계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배제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게 재해의 위험이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산업
재해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대상 노동자의 소속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고, 영세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산업재해 시스템에서 배재되면서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 제조업을
포함해서 작업장 전반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내하도급 고용의 특성과 확산 원인
사내하도급 산업재해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서 그렇다면 왜 한국의 제
조업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
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에 내재되어 있는 사내하도급
의 속성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내하도급은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의 생산업무를 일정 부분 도급
받아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원청업체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하도급 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일반적인 하도급과 다르다. 즉 하도급 관계 중 사
내하도급은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in-house)에서 하도급 거래를 통해 사
업이 수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사내하도급 업체는 생산
시설이나 생산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노무도
급’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중 ‘원청업체의 부속
부서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가 하도급 업체 중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
보다 가까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형식적
으로는 하도급 거래계약 기간 동안만 하도급 업체와 고용계약이 성립되
는 노동력에 대한 거래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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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노동의 두 특성 중 사업거래 관계 측면의 특성은 강조되고
노동계약(고용) 관계 측면의 특성은 약화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현실
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사내하
도급 업체와의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지휘 및 통제 속에서 작업을 해야만 한
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공간적인 위치가
‘원청사업장 안’이라는 점에서 원청 자본의 생산 계획 및 과정, 그리고 작
업장에 대한 통제에 사실상 편입되어 ‘노동과정에서는 일원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왕배․박종식, 2008).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형식
적으로는 원청기업의 노동력 관리체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예를 들면
별도의 임금 및 보상체계), 실질적으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둘 다
로부터 ‘이중적 통제’를 받는 중층적인 지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
인 하도급과 달리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청(직영) 노동자와 사내하도
급 노동자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내하도급 노동이 늘어나면서, 그간 직접고용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던 여러 노동문제들(고용 및 노사관계, 산업안전, 기업복지 등)이 제기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내하도급은 ‘새로운 (고용)계약관계’
의 하나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9)이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계약관계의 중첩으로 인해서 무력화되고 있다.
박종식(2014)은 사내하도급 노동의 확산을 기업 내 내부노동시장의 외
부화 및 이중화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업주
의 입장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정규직에 비해 절대임금뿐 아니라, 자체

9)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사내하도급 업체의 정규직’이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고용의 핵심적인 특징인 중층적인 계약이 노
동자의 고용보장을 구조적으로 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른 나라에서도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간접)고용은 대체로 비정규직으
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3자(중간업체)를 통해 고용이 매개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
내하도급 근로자들은 파견노동 근로자들과 함께 가장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
직 노동자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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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력관리비용(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
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요구에 대
한 대응전략이 된다고 한다. 그는 또한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이 사
업주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감소전략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한편으로 노동자들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하여 고용안정이나 임
금, 승진 등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정규직 노동조
합에서 전개하는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의 저지, 노동조건의 개선
과 기업복지, 그리고 경영참여 등의 요구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비
용을 증대시키는 요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정리해고와 같은 구조조정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노동조합
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함께,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조의 결
성과 조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를 하
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노동조합에서는 고용안정을 요구하게 되
면서 비정규직, 특히 한 사업장 내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의 확산은 원청
사업주와 정규직 노동조합의 담합(collusion), 또는 동의(consent)에 의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제
조업에서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노사 간 상호작용의
결과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고용관계이면서 한편으로는 전
근대적인 고용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내하도급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특히 사내하도급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된 2000
년대 초반 이후로 제조업 사내하도급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들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노동정책적인 차원
에서 이에 대한 노동계와 정부 당국의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서
제조업 부문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분적으로나마 전개되
었다.10) 초기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10) 정부 차원에서도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
었다. 그 결과 2003년 노동부에 ‘비정규직 대책과’가 신설되었고, 이어서 ‘사내하
도급 실태조사’(노동부, 2004a)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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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 기업복지에 대한 차별적인 지급 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노동의 실태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둔
작업들이 전개되었다. 초기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한 조사 및 연구들의
특징은 대체로 발견적 맥락에서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
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노사관계 내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노사관계 내 지위 및 노동시장 조건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11)

3. 사내하도급 확산과 재해위험의 전가 가능성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고용관계의 증대는 산업재해가 중층적인
도급관계하에서 전가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부문에서는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전략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제조업에서 하도급 관계를 통한 위험의 전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이후 사내하도급 산업재해를 둘러
싼 노사정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기대
한다.
우선 산업재해에 대해 ‘위험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 보도록
하자.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에 대한 통제 방식 중 가장 기본적인 것
은 예방전략이다. 이는 위험의 발생빈도를 낮추거나 피해와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예방전략은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있는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1) 위험 회피(avoidance), 2) 위험 전가(transfer), 3) 위험의 (능동적)
보유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이경용․오지영, 2008 : 104～107). 위험
회피 전략이란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였을 경우, 노동자가 해당 위험에
(2004b)을 마련하였다.
11) 당시 실태조사 보고서 중에서 신원철 외(2003)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 문제를 [부록]에서 다루었고, 김영주의원실(2004)에서는 조선산업의 원하도
급 산재실태에 대한 비교 보고서가 발표되어 사내하도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일부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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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위험 전가 전략
은 보험을 통해 위험을 제도적으로 이전시키는 전략과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전략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전략은 위험의 회피와 제거가 불
가능할 경우 시도되는데, 보험을 이용한 위험의 제도적인 전가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보험을 통해서 모든 위험을 전가할 수 없다는 한계
가 있다. 마지막 전략인 위험의 능동적 보유 전략은 위험으로 인한 피해
와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기 위해서 준비금 적립 등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한 대응책들 중에서 사업주 및
노동자들은 위험의 발생빈도와 위험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한낙현․김홍기, 2008 : 32～33; 이경용․오지
영, 2008 : 106에서 재인용).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
건 및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전략에서 일반적으로 위험의 회피나 능동적
인 보유보다는 원하도급 관계라는 구조적 속성을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업체 소속이 다른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재해
위험을 전가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1981년 ｢산안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문제
를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산업공학적
인 접근이 주된 수단인 위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업
장 위험성 평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위험의 능동적인 보유 전략도 다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
적인 특성 및 양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내부노동시장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포함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재해위험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위험회피와 능동적인 보유 방식
이외에 사내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재해위험을 전가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원청 노사의 담합이 애초부터 위험 전가 전
략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사내하도급 노동을
활용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제3자인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유해․
위험작업들이 전가되기 시작하였다.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들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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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리는 유해․위험 작업들을 사내하도급에 전가시키면서, 원청 노사 양
측 모두는 각자 이익을 취하게 된다. 원청의 노조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 사업체에 전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해위
험이 낮아지고 재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동일 사업
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작업장 내에서 원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달라지
는데, 이는 위험의 전가로 설명된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내하도
급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사업장 내의 재해위험은 자연스럽게 사
내하도급으로 전가 또는 집중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원청업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원청 노
동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강도 작업,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작업, 고소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작업장소가 원청업체 내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만의 자율적 노력으로는 재해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
는 측면이 있다. 하도급 업체(수급인)는 원청업체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
로 안전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자원(기술력․관리능력․
자금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을 하
도급 업체/노동자에게 전가시켰다고 해서 산재 위험에 대한 원도급 업체
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산
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산업안
전보건 영역에서 배제된 상태로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공간에 대한 지배력이
있고 위험의 직접적 생산자이자 이익의 수취자인 원도급 업체에 사업장
내 위험에 대해서 일차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은
사내하도급 업체가 거의 대부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과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원청과는 별도로 자체 노동자
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재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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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사내하도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업
체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사내하도급 업체에
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는
여타의 노동권12)과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재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가 체결하는 하
도급 계약 때문이다. 만일 원청업체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시설 설치 및 예방 교육, 산재사고 처리를 하도록 한다면, 이는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근로감독기능
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갖고 있는 노무관리의 독자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을 통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노무공급을 받은 것이 된다. 즉
포괄적 의미의 감독을 할 경우 원청업체는 ‘불법파견’을 받은 것을 스스
로 인정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
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는 형해화될 수 있다.13)
사내하도급 노동은 지금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의 증가는 원청의 기업과 노동자가 담합한 결
12) 예를 들면 임금체불은 사내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식적으로는 노
동3권 보장 역시 사내하도급 업체에 물을 수 있겠지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가 원청의 사업장인 상황 속에서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사내하도
급 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기는 힘들 것이다.
13) 하지만 2008년 2월 20일,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은 해상운송 또는 어업 등 그 성질상 특수한 문제가 야
기되는 특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을 빼고는 모
든 경제활동 부문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대상인 경제활동 부문에 종사하는 모
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및 제2조), “둘 이상의 기업이
같은 작업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언제나 그 기업들은 이 협약의 요구사항
의 적용에 협력하여야 한다”(제17조)고 기업 차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박종
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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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기도 하다. 원청기업은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 원청 노동자
들은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공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내하도급 노동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주로 하도급 노동자에게 사고가 집
중되면서, 형식적으로 보면 원청업체와는 법적인 연관이 없는 사내하도
급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즉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면에서 하
청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업체는 고유한 생산시설을 소유하지 못하고 원청의 생산시설
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보건을 책임지기에는 재정적으로도 기
술적으로도 쉽지 않다.
기존의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은 산업재해를 산업화의 불가피한 산물
로 이해하고, 단순히 기술적 개선 혹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
해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는 논리로 발전한다(강석재, 1989). 이는 하인
리히(Heinrich, 1931) 등이 발전시킨 도미노 이론에서 주장하는 개인적
취약점(사고유발성향)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인 전제에 기반을 둔 산업재해 접근이 지난 20세기
동안 산업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고나 질병의 원인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접근
법은 ‘희생자 비난(blaming the victim)’ 논리(강석재, 1989 : 7)로 치환되
는 시각을 만들어낸다. 우리 주변에서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개인의
부주의만 탓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 시대 산업재해 발생 원
인에 대한 설명에서 사내하도급 고용과 같은 노동자들이 처한 사회구조
적인 제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산업안전보건 문제 및 재해에 대한
접근을 제외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설명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
강조하는 점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및 고용구
조의 변화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장 및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검토를 통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에서 간과하고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38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사내하도급 구조에 의한 산업안전 문제의 유형화
이번에는 사내하도급 계약 및 고용관계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안
전보건 예방조치 및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
히 노동자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내하도급이라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배
경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산업안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작업장 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에서 개인(들)의 실수나 부주의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최종적인 산업재해
발생에서는 개인들의 누적된 실수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
하다. 하지만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기
존의 산업공학적 차원에서의 기계설비 개발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
해서 꾸준히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산재는 이 보고서에서는
초점이 아니며, 개인의 실수/부주의에 구조적인 원인이 결합된 산재위험
및 산재사고를 검토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사내하도급으
로 위험이 전가될 개연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1)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원인으로 작동하는 사례들, 2) 예
방적인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공백으로 인해 재해위험이 전이되
[그림 2-2]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문제의 유형화
1) 사내하도급 구조의 영향

2) 산재 예방
: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3) 산재 처리
: 위험의 은폐와
제도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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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하도급 관계로 인해 초래되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 사례들, 3)
산업재해 발생 이후 및 사후 제도를 통한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하도급
관계를 매개로 한 배제의 사례들,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의 내용은 2013～15년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조선업체들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면접조
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정리하였다.
가.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산재원인으로 작동

이 부문에서는 사내하도급 구조의 하위에 위치한 사내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로 구분해서 원하도급 거래로 인해 두 당사자가 어떻게 산업안전에
취약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는가를 구분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하도급 업체는 설비투자 능력이 부재한 채 공기단축 압력으로 안전
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잦은
이직으로 작업장에 대한 적응도가 낮아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1) 원청의 공기단축 요구와 설비투자가 불가능한 하도급 업체

특정한 원청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원
청업체가 작업기간, 공기(工期)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연장하여 작업
을 진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숙련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임시로 인력을
충원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를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원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원청의 공기단축 요구에 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업체 스스로 일정을 조정할 수 없으며, 원하도급 관계하에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원청에게 작업기간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원청의 선행공정에서 시간이 늦춰져 사내하도급
업체가 후행공정을 담당하게 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작업지체를 고려하
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예정된 기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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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장근로뿐 아니라 심야근로까지 요구하게 되고, 사내하도급 노동
자들은 월 210시간 내외의 표준근로시간만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월 300
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하도급 구
조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단축 강요로 인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은 산재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전적으로 돈과 시간의 문제라서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리하
는 입장에선 규정과 시간 내에 안전하게 일하기를 바라지만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가 마치 40시간인 것처럼 일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8시간이라면 한 번 움직이면서 할 일을 재촉하니
까 5번 움직이면서 일을 하려는 거지요. 이렇게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필
수적으로 그걸 컨트롤 하는 안전관리자가 옆에 있어야 불안정하거나 위험
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텐데 … 이런 부문(공기단축 압력으로 인한 불
안정한 작업)은 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원청업체에서도 대체로 알고는 있으나, 사내하도급 업
체가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기(工期)를 맞추는 것을 사실상 묵
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내하도급 업
체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공기를 맞춰줘야 기성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
서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
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정에 쫒기다 보면 안전에 대해 생각 못하
다 보니 … 일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더 생각해야 하는 건 알지만, 실제 일
하다 보면 사고가 안 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 자
체가 좀 줄어들어야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조업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이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장의 안전수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
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1) 기계나 장비, 작업대 등과 같은 작
업환경적 요인, 2) 작업장 내에 비치된 유해물질 등과 같은 작업장 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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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인, 3) 작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환
경－대상－행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작업환
경적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나 작업장 설비를 교
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원청업체
에서 기계나 작업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설비 등 시설
적인 수준에서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
로하는 경우들이 많다.
작업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제작 및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많이 할당할
수 없으니, 고소차, 크레인, 작업대, 사다리 등 필요한 장비나 설비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비
부분은 노동자들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
다. 꼭 필요한 설비는 노동자들이 갖추고서 작업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지
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설비나 기계장비는 원청업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비교체의 문제는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원청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문제이
므로 이를 손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환경
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는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원청업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
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해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급에 포
함시켜 주고는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상적인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청에서는 하
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cost)이 아니라 자
신들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산(asset)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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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과 열악한 처우

다음으로 원하도급 관계하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산
업안전보건상의 문제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사내하도급 노
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선
산업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의 1990년대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이
후에는 자발적 퇴사에 따른 이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
원철, 2001; 강석재, 2003). 반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 사
업장에서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직이 빈번하다.14) 이와 같은
직영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간의 이직률 및 근속연수의 차이는 정규직은
고용안정 보장과 임금수준이 높고,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임금체계
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임금결정이 하도급 업체 사장이나 소장과 구두 약
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임금
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른 하청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
고 있다고 여겨진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이직은 개인적으로 임금인상
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집단적으로 물량에 따른 대규모 이직 또한 존
재한다.
‘하도급단가’에 의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임금 및 기업복지 수준
과 내용이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노동자들의 장기근
속과 숙련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신원
철, 2006).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작업에 대한 숙련을 형성하기
가 어렵고, 이로 인한 저숙련은 다른 한편으로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제조업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 업체
의 활용은 원청기업 차원에서는 비용절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기
업복지나 임금수준,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
14)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김주섭(2006)이 현대중공업 회사 내부자료를 인
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5년도 원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18.2년이었지
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6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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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놓인 노동자를 증가시켜, 즉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조건 악화로 인
한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작업장 적응 문제, 직무교육
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상호연계성의 부족 등이 산
재발생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업종에서만 따지고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직이 너무 많아
요. 그래서 유동인력이 많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작년에
재해가 없고, 근 뭐 10년 이상 산재재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현장 안전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작업자들이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불안전한 상태가 있더라도 불안
전한 행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을 굉장히 줄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것을 봐도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하고 …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잘 합니
다. 서두르고 빨리빨리 그러지 않습니다. (숙련공들이 그렇게 일을 잘 하
시는 거죠?) 오랜 작업으로 업무 숙련이 높다 보니까 직영으로 있으면서
숙련이 되다 보니까 불안전한 행동을 잘 안 하죠. 다치고 싶은 사람은 아
무도 없잖습니까? 그러니 작업하는 데 있어서 몸의 움직임이 일정하게 정
형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래 일하면서 좋은 습관이 생겨야 하는데,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오래 일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환경에 적응하는 데 좀 문
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물량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일주일이나 보
름 정도만 와서 일하고 가다 보니까 정식으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의 안전보건 관련해서는 (원하도급 노동자
사이에)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내하도급 업체들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들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유동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는 작업공정에 있어서 원청들이 하기 어려워하
는 일들을 사내하도급 업체에 맡기는데 하기 힘드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고, 따라서 당연히 사고나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 작업의 30%는 직영이, 사내하도급 업체가 70%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영은 근무연수가 보통 20년 정도 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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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량과 임금수준에 따라 수시로 옮기다 보니 여기서 현장에서 근무
연수는 보통 1～3년으로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숙련도 저하 문제 이외
에 사내하도급 업체의 영세성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작
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공기단축 압력을 강하게 받고,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
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는 뒤로 밀려나게 된다.
그 결과 영세한 사내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안전보건활동도 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능력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흑자가 나면 여유가 생겨서 주변도 둘러보고 안전도 챙기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자칫하면 적자가 생겨 빚을 져야 하고, 내쫒길지도 모르는 상황
이기에 안전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도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적자 나서 사장은 도망가고 폐업하는 곳 많습니다. 원청에서 사
내하도급 업체를 배려하고,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우리 회사의 일원
이라 생각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일하다가 내
일은 인근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전성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하고, 이로 인해서 작업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고 저숙련으
로 인해 안전의식도 둔감해지면서 산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는 불안전한 환경에서 불안전한 행
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는 곧 산재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
내하도급 업체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담부서를 두는 등 안전
을 중요시하는 경영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그칠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의 영세성과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이라는 현실은 원하도급 구조와 결부하여 산업재해 위험 증가라는
구조적인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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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재 예방적 측면 :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가능성

산재 예방 차원에서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내하
도급 업체 및 노동자들이 원청의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
동에서는 배제된 채 작업장 내에서 원청 노동자들이 꺼리는 위험하고 기
피하는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
이다. 그리고 사내하도급의 중층화로 인한 안전관리의 공백과 보다 하층
단계로 위험이 이전되며, 원하도급 이원화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재
해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에는 재해로 귀결되고 있다.
1) 원청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배제

현재 한국에서 ｢산안법｣ 제29조는 원청업체(수급기업)에서 사내하도
급 업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의2에서는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청업체는 자신
의 사업장 내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기계와 시설,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업체가 독자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산재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의무
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내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을 조선업종에서 확인한
결과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사내하도급
업체가 해야 하는 채용과정과 직무교육을 원청업체의 사내 교육훈련기관
을 통해서 대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15) 그리고 원청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15) 이는 주로 자체적인 기술교육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원청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로 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산계획과 관련된 정보
와 사내하도급 업체들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술교육원생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시켜서 사내하도급 업체별로 인원수를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원청에서는 다소 체계
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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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채용
시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은 8～16시간 정도이며, 교육 내용과 장소는 원
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원청에서 진행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관련 법들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청에서 이와 같은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업체
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경우가 대부
분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같이 작은 회사에서 힘들고 위험한 공정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는
… 일해야 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몇 시간씩 교육할 시간도 안되고 공간도
안되고 … 할 사람도 안되고 … 그냥 서류상으로는 다 만들어 놓죠.

법에 규정된 월 2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이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의 전부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
는 것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한 교육은 원청 정규직 교육시간에 하
도급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이고, 더 이상의 시간을
내서 하는 교육은 거의 없다. 매달 시행해야 하는 정기 산업안전교육은
원청업체가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동일 시간에 소속 하도급 업체의
사장이나 소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매일 진행되는 교육은 정규직이
아침조회를 하는 같은 시간에 하도급 업체별로 별도의 조회를 진행하면
서이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관련 지시사항 전달, 생산품질 교육, 안전교
육, 업무태도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원청업체가 사
내하도급 업체에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16)
16) 한편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내하
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육내용의 구성과 내용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원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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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 대기업에 해당되는 원청업체들은 상시노동
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사항 규정으로 인해서 산
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그리고 원
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들에 공지
하여 작업장 차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없
는 것으로 보였다.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할 때 사내하도급 업체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원청) 회사와 노동
조합의 각 안전보건 담당자들만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회의 결과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공지를 하시는지요?)
우리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내하도급 업체는 외부인이라 생각하니까 …
공지 같은 건 일체, 뭐 … (안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사
항이 법적인 구속요건이 아니지만,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운영이 원청업체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
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의 유기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통해서 사업장 내
에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
선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
육과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도급 관계하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배제되어져 있다는 점 또한 사내하도급과 산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업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로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들의 안전교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형식논리가 오히려 사내하
도급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산재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 운영의 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17) 반면 하도급 관계가 일찍부터 발전한 건설업에서는 원하청업체들 간에 함께 산
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 업체의 안전담당자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상식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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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전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험－기피 공정의 사내하도급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산업에서 원청업체에서 사내하도급을 활
발하게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원청업체 노동자가 일하기 꺼려하는 위
험하고 힘든 공정을 외주화 방식으로 사내하도급 업체에 맡기기 위한 것
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 위험요인에 대
한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내하
도급 노동자들의 위험－기피 공정 담당은 전체 작업장 차원에서 산재예
방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청에서 필요한 전체 노동자들을 직영(정규직)으로
사용하기에는 인건비도 크게 부담이 되고, 또 직영들이 도장이나 후행공
정같이 힘든 일에 대해서는 꺼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으로 좀 어렵고. 힘든 작업은 웬만하면 외주화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직영 인원보다는 사내하도급 업체를 두는 것이 좀 편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위험－기피 작업의 사내하도급과 과정을 조선소 작업현장
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업에서 화학물
질(페인트) 취급으로 대표적인 유해작업 공정인 도장작업(스프레이)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도장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직영은 주 1회 업체소장들을 소집해서 업무량 회의를 진행하는 것 이외
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도장작업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인 청
소와 터치업 작업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며, 중량물 취급으로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파
워그라인더와 기술을 요하는 최종 도장작업은 남성 하도급 노동자들의
몫이다. 도장작업은 다른 공정과 달리 유기용제 중독, 가스 질식, 폭발 등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공정으로,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공정이다. 도장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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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힘들고 위험한 도장작업은 하청이 95%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조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전담하고 있는 작업공정은
‘족장/발판’ 업무이다. ‘족장/발판’ 업무란 조선소에서 생사지원 업무 중
선박의 대조립 과정에서 용접 및 도장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10～20m 높이에서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강한 바람
이 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사고 및 사망사고가 종종 일
어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족장/발판 작업만 따로 분리해서 하도급
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족장업무는 모든 조선소에서 하도급이 담당하고
있다. 직영 노동자는 족장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족장이나 발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
락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얼핏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산재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위험업무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내하
도급 업체에서 담당하도록 작업장 내 업무 분화와 편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과 같은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 5건 중 4건은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모두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그리고 추락과 같은 전통적인 재
해유형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발판/족장 작업 공
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원청의 포괄적인 책임과 사내하도급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원청업체 노동자들이 발판/족
장 작업을 담당하는데 반복해서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작업장 관리 시
스템상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18)
18) 한편으로 족장/발판 작업은 생산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분리해서 사내하
도급 업체에 맡기는 것이 직접생산 공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해위험이 매우 높은 족장/발판 작업은 사내하도급 노
동자들이 거의 전담을 하고 있다. 직영 노동자들도 족장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
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작업해놓은 족장의 안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일을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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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유해위험 작업 기피 현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강도․위험 직무를 사내하도급에 떠넘기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고강도․위험 직무를 오랜 기간 해왔던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
들은 회사의 현장관리팀 및 노동조합에 상대적으로 경(輕) 직무로의 ‘배
치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선소 노동조합 간부 인
터뷰, 박종식(2004)에서 재인용). 그리고 원청의 정규직 노조 조합원의
배치전환 후, 그 사람이 했던 고강도 작업은 정규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도급의 충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령화는
원청의 노-사 담합, ‘공생관계’의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박종식, 2014).
3) 사내하도급 관리체계의 공백 : 조선업 재하도급(물량팀) 문제

일찍이 사내하도급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던 조선산업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의 규모가 직영 기능직의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하였
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
내하도급 노동자들 내에서 중층적인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
에서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생산체계를 사내하도급 중심으로 세운 이후,
나타나게 된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사내하도급은 초기에 단순 외주 방식으로 사내하청이 활용되었다가,
점차 다단계 형식으로 사내하청이 변화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조선산
업 사내하도급에서도 기존의 1차 사내하도급(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노동
자들을 직접 고용) 노동이 급속히 증가한 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2～3
차 사내하도급 노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는 기본적으로는 1차 사내하도급(본공)과 2-3차 사내하도급(물량팀)19)으
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차 사내하도급은 ‘상용제’ 고용과
‘기간제’ 고용으로 나뉘고, 2～3차 물량팀 노동자들은 ‘상시 물량팀’과 ‘돌
관(돌발)/알바 물량팀’으로 나뉘어 있다.20) 그리고 사내하도급 업체 직접
19) 2～3차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지 원청에서 이들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물량팀’은 2～3차 다단계 하도
급 구조 방식으로 조선업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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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물량팀의 성격이 혼재된 직시급제21)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존
재하고 있다.
조선산업 노동시장에서 물량팀의 확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돌관(돌발) 작업’ 시 한시적으로 이용되었던 물량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시화되어 있으며, 다시 물량팀 하청 노동자들이 ‘상
시 물량팀’ 노동과 ‘돌관/알바 물량팀’ 노동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물량
팀의 존재 형태는 ① 1차 하청업체와 함께 초단기 돌발 작업을 하기 위
한 물량팀과 ② 사내하도급 업체와 물량팀장 간의 계약을 통해서 약 1년
정도 작업을 하게 되는 상시화된 물량팀들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대형
조선소에서는 1차 사내하도급의 재하도급 형태인 물량팀의 사용에 대해
서 형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내하도급 업체당 최소
한 팀 이상의 물량팀을 조선소 내에서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내 물량팀은 몇 팀입니까?) 3팀이 지금 함께 일하고 있습
니다. (팀당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18명, 9명, 8명입니다. (팀별로 각
각 맡은 직종이 다른가요?) 네, 각각 용접, 사상, 취부 업무에 투입되고 있
습니다. (물량팀을 활용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급할 때 손쉽게 인력 수급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죠. 지금 조선소 (하도급) 인력들이 팀으
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팀별로 인력 확보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소위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재하도급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물량팀’은 앞서 언급한 고용불안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숙련저하로 산업
재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재하도급화
된 물량팀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체계에서 빠질 가능성
20) 이들을 지칭하는 말은 지역별－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밤낮 없이 작업하는 것을 돌관작업이라고 하는데, 물량 증가로
사내하도급 업체에 급하게 투입되는 노동자들을 ‘돌관’, ‘돌발’로 지칭하고 있다.
이는 건설현장의 ‘돌관’과 발음과 의미가 비슷한 ‘돌발’도 조선산업에서는 일반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짐작한다.
21) 직시급제란 시급제의 변형된 형태로서 시급에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시급제는 시급제보다 시급이 높게 나
타난다. 직시급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불리하고, 정시에 퇴근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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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크다. 실제 대형 조선업체들의 경우 1차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계
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들은 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비공식적인
존재’이다. 이들은 원청 노동자뿐 아니라 1차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기
피하는 공정들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선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
건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으면서 관리체계상의 공백이라는 점에
서 중층적 사내하도급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이원화로 인한 소통 공백 : 원－하도급 및 하도급 업체 간

우선 2011년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했던 산재사고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밤 10시 10분경, 4도크 북편 PE장에서 2742호선 D11*12 블록 하부에
서 재해자 외 5명이 선박 블록 서포트 철거 및 사상 작업 완료
－ 블록 탑재를 위해서 주 신호수가 블록 내부 인원을 밖으로 이동 통보
－ 주 신호수는 부 신호수에게 각자 위치에서 인원 확인 요구
－ 블록 권상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흔들리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해
자와 충돌
－ 핸드레일 손상과 함께 12미터 도크 바닥으로 추락(우측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 1차 조사에서 사고의 원인은 중량물 취급에 관
한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장 기본적
인 수칙인 작업장 내에서 안전통로 확보만 되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고 사례에서 크레인 운전과 신호업
무는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면서 블록을 이동시켰으나 업무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공시기간 단축
요구가 작동하면서 사내하도급 업체 사상 작업자들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형적으로 같은 작업공간 내에서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가 업무를 분리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이다. 즉, 오늘날 사내하도급 활용이 확산되면서 자주 목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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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재 사례이다. 이는 과거의 산재원인 분석 기준으로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로 기인물에 의한 충돌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충돌
사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사내하도급과 연관된 문제점들
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질식 사고로 사망한 LPG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하도급 업체에서 각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작업을 마친 사내하도
급 업체에서 용접방호포를 설치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어야 하
지만 일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정 간 명백한 분할이 이루어지
지 못했다. 만약 원청업체에서 작업장 내 공정에 대한 일관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용접 작업공간에 화기감시자를 제대로 배치했었더라
면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강행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원하도급 업체 간뿐 아니라 하도급 업
체 간에도 작업장 내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특성을 고찰할 때 하
도급 관계부터 출발하여 환경적인 요인들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다. 즉, 변화한 고용관계를 반영하는 산재 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 직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힘든 작업을 외주
받는 경향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외부작업이 많고, 고강도 작업이 많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사고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외주화/도급화를 통
한 작업장 경영(management) 전략은 산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반요
인들을 외부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위험요인에 노출되
는 대상(노동자)도 동시에 외부화하여 원청업체의 재해율을 낮출 뿐 아
니라 산재보험료 감면으로 원청의 이윤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
경용․오지영,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원청업체는 작업장 내 위험-기피
업무들을 사내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원청업체의 재해위험을 낮추게 되
는 장점은 있지만,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들을 사내하도급 업체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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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장 내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는 권한에서도 원하도급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한 조선소 내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옥외 야간작업을 하다가 하
도급 노동자가 안벽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트 앞에
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비바람과 어두운 조명 속에서
뒷걸음치며 신호를 보내다 안벽(절벽)으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
밤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냐. 작업을 중지해야지”
라는 반응이었으며,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한 거 모르나, 그런데 작업
못한다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노”라는 반응이었
다. 즉, 원청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이 있으나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권
한이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
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직영 노동자들은 산재발생이 급박한 위
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최소규정을 넘어서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가 미비해서
회사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만이 아니라 일
상적인 위험에도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
체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을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청 및 하도급 업체에서 업무지시를 했
더라도 현장의 작업환경이 작업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도급
노동자도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대피하여 안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원청 감독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는 사내하도급 업
체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 판단에 대한 자율권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
절한 방안 가운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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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 은폐와 지체된 제도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가 설령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상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얻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많
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원하청 관계하에 위치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
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중대재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적
용받기 어려운 제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노동
자가 산재보험 신청22)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있다.
이는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에 노출된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과정에서 은폐 시도와 산재종결 이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
로 산재보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는 사례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1) 산업재해 처리 차별 :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에게 업무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체
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히 원청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인터뷰에서 여러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 신고를 하고 있었으며, 원청업체에
서는 사내하도급 업체들의 (공식)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
고 있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
는 경우, 소위 ‘공상처리(injury while duty)’를 하는 경우까지 원청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실태는 공식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상처리 방식으
로 산업재해를 은폐하기도 한다. 공상처리의 경우 원청업체에서도 이러
22)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공상처리라는 다른 방식의 치료보
상을 제안하는데, 이때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휴업급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이지만, 업체에서 기존 임금의 100%를 주겠
다는 제안에 공상처리에 동의하는 경우들이 상당수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상처
리가 만연한 것에는 산재처리를 무마하기 위한 업체의 산재은폐 노력에다가 경
제적인 합리성을 고려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선택이 결합된 측면도 있다.

56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공상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산재가
많으면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
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상
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체가 재계약할 때 산재관리
잘하고 있는지가 점수로 반영이 되니까 계약유지를 하려고 공상처리를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
지 않고 소위 ‘공상처리’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상처리
에서는 산재보험과 달리 치료기간 연장이 매우 애매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자.
젊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동차부품업체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 중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의 입장대로 공상으
로 병원치료를 한 달간 했지만 다 낫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출근하라
고 해서 기브스 한 채 출근을 했다. 기브스를 한 노동자에게 회사는 쇠로
만든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켰다. 다치지 않은 손으로 하루 종일 제품을
옮겨놓는 일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
다. 팔꿈치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자 회사는 나 몰라라 했다. 그래서 이 노
동자는 묻고 물어 어렵게 산재신청을 하였다. 산재신청 후 회사는 산재가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복귀하면 해고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치료
를 받는 게 받는 게 아니었다. 산재결정도 나기 전에 회사복귀를 걱정해야
만 했다. 다행히 손가락과 팔꿈치 모두 산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산재가
인정돼 이 노동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의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만만치는 않다. 현대중공업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23) 원청업체 노동자들 중에서도 산재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산재를 공상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특
히 보험료 인상보다는 근로감독으로 인한 작업차질과 공백이 두려워서 공상처리
를 하고 있기에 안전보건 관리자들은 공상처리 관행에 대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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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해고되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복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울산 산재추방연합 현미
향 사무국장 상담사례글)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산재를 은폐하는가를 파악하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산재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에 대한 향후 예방대
책 수립 없이 처리가 끝나게 된다면 향후 비슷한 산재가 재발할 가능성
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산재정
보의 공유와 이에 대한 재해원인 파악, 대책수립 등을 통해 진정으로 작
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까지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원청에
서 보고하지 않고 일부 산재를 공상처리 방식으로 은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원청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계약 조건
에 산재발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내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평
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율
이 재계약 시 반영되는 정도는 사업장마다 다양하겠지만 보통 20% 전후
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24)
(재계약 시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재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까?) 재계
약할 때 산재건수로 반영하는 안전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
약을 취소하거나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았다.
24) 일반적으로 사내하청업체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비중을 둔 것은 생산성
이다. 하청업체는 생산성 향상과 공기준수에 대한 압력이 크기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직영 노동자에 비해서 더 긴 시간을, 더 높은 노동강도로 일해야 한
다.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만일 공기가 지체될 경우 지체분에 대한 벌금(공급가
액×지체일수×3/1,000)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청업체 사장은 공기준
수를 위해서 비 오는 날에도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에서는 산재로 인한 감점은 최고 -20점까지라고 규정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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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이면서 허리디스크로 산재처리를 받고 해당업체
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례들도 있고, 실제 두 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동시에 공식 산재처리를 하고도 원청과 재계약을 계속 하는 경우들도 있
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 업체는 물론 원청업체까지 책임소
재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보고는 잘 이뤄지는 편이지만, 산재사고
가 빈번하거나 산재율이 크게 높지 않은 이상 산재사고 발생여부로 재계
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내하
도급 업체들은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빠져 나가는 방법도 어느 정도 공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에서는 신규 업체들을 보면 특이하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업
체명을 바꿔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산재율을 파악하면 0%인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공상처리가 만연한 이유는 원청이 사내하도급 업체를 평가할 때, 산재
‘투아웃 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
지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 업체의 평가점수를 최고 20점 감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지침은 현장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업
체에서는 자체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산재발생 시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이다. 다만 공상처리 하기에 사내하도급 업체에
서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로부터 불이익
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산재보험을 통해서 피해 노동자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기도 한다.
작년에 추락사고가 한 건 있었는데 산재처리 했습니다. (공상처리는 없
나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보고 치료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거나 만약
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산재처리를 합니다. 근데 단순 찰과상 같으면 며
칠 쉬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산재를 안 하고 필요한 약 사주거나
하고 그냥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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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처리 차별 : 산재보험 적용 불이익과 질병재해 불인정

이처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공식적인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공상처리가 일반화된 원인 중에는 산재처리 자체가 하도급 업체는
물론이고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일종의 낙인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내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노동부에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 노동부에 얘기하면 그러면 내
이름이 원청 리스트에 떠버리는 거라. 그러면 나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
예요.(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물론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산재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원청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그 노동자를 주장이 강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기피인물로 낙인찍기 때문
에, 건강을 회복한 이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산재은폐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현대중
공업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졌는데, 119에 신
고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의 1톤 트럭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바로 사
망한 사례가 있었다(매일노동뉴스 2012년 9월 18일자). 이후 조사결과
그 사망 노동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탈의시설에서 쓰러졌는데,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
더라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유족들과 사내하도급 노조에서는 주
장하고 있다.25)
그리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구조적
으로 배재되고 있다. 조선업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
한 산재 판정률은 원청 정규직 노조원에 비해서 지극히 낮다. 근골격계
25)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사례는 아니지만, 2015년도에도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 아랫부분에 끼인 채로 끌려가서 심하게 부상을
입었는데 119 구급차가 작업장 내로 들어왔으나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의 응급차가 올 때까지 작업장
내에서 사실상 방치된 채로 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례가 있
었다. 산재은폐가 빈번한 사업장 내 낡은 관행들이 수차례 지적되더라도 쉽게 바
뀌지 않는 현실에서 사내하도급과 결합되었을 때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더욱
공고화된 채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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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처럼 장기간 동일 작업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직업병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할 때에만 ‘질병 유소견자’로서 판정받을 수 있다
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러한 산재 직업병 판정제도하에서는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직
업병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
라서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하기 때문에, 산안법에서 규정한 작
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주기가 되기 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질병이나 재해로 건강이 나빠진 노동자들은 이미 퇴출
되고 건강한 노동자들만이 남아 있기(소위 ‘건강한 노동자 효과(heathy
workers’ effect)’)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하도급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상백, 2006; 박종식, 2014)에서
재인용).
조선업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닌다고 할지라도 결국
은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고, 이는 조선소 특유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
출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여러 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경우, 질병이 나타날 때 일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에 근골격계 질
환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과 사
내 하도급 노동의 확산 경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동일 사업장 3년 이상
근무’와 같은 산재 인정규정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작업장 내의 권력관계와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한 현재의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련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제한된 선택으로 인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
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타자(the other of the institution)’로 존재하고
있다(박종식, 2014).

5. 소 결
한국사회는 1973년 이후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전략이 이
루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조선 및 철강업종 등에서 하도급계열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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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면서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간접고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
었다. 간접고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후에는 서비스업으로도 확대되었다. 회사에서 청소, 경비, 식당 등이 파
견, 용역 등의 형태로 외주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금
융업 및 IT 산업에서도 외부인력 활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의 확산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주목하고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간접고용의 확산, 특히 사내하
도급 노동의 확산은 산업노동보건 및 산업재해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문
제를 노정하고 있다. 즉 한 사업장 내에서 원청업체의 재해율은 낮아지
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보건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원청업체에서 하던 위험직종 및 작업을
사내하도급 업체로 이전시키면서, 원청 재해율은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향상된 것으로 오독할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 광산
업의 사례를 조사한 Blank et al.(2005)은 하도급 노동으로 산업재해가
전가되는 양상에 대해서 ‘은폐된 사고(hidden accidents)’라고 지적을 하
고 있다(박종식, 2014에서 재인용). 기업 내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위험의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발생기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작업장
의 실질적인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을 증진하는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기
초자료가 될 것이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노동시장은 하도급 노
동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이후 노동시장
은 급격히 변화했고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문제는 만연화되었지만,
사업장 안전보건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속에
서 위험작업의 하도급 전가, 산재은폐 등 제도의 공백을 이용한 산업안
전보건 및 산업재해 관련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
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외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
하여 보다 새롭게 달라지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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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험 전가는 노동자에 대한 수량적 위험,
자본의 위험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대한 위
험 전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면에서 인도적으로 볼
때 가장 유해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그리고 위험 전가로 인한 사내하청
기업의 산재발생이 증가하지만 산재발생을 하도급 업체 평가에 반영함으
로써, 산재은폐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하청 기업
들 간에 사용하는 노동자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자신이 산재신고를 꺼리
게 하여 산재은폐를 구조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원청 노동자들
은 노조를 통하여 산재발생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반면,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거나 노조 조직원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 발생에 대
한 신고 및 처리를 직접 하거나 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속에
서 산재에 대한 신고나 처리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다. 사내하청 노동자
의 경우 직업병을 산재로 신고한 경우에도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대부
분 은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활
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은 작업 중 사망과 같
은 중대재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
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원청 노동자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피재자수가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 철
강, 석유화학 등 업종을 망라하고서 주요 사망사고의 절대다수가 사내하
도급 노동자들로 중대재해의 하도급 집중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26) 이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위험의 외부화(risk outsourcing)’ 현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
다. 조선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요인(factor)으로 ‘원하도급 고용
26) 최근 조선산업 원청과 사내하도급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조선업종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5명이고, 사내하도급 및 블록공장 소속 노동자는 31명으로 확인된다
(2013년 노동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그리고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는 유난히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8건의 사망재해자 중 7명이 사내하도급 업체 소
속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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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지적하고 이에 맞는 산재 예방대책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원청이 자신들의 사업장 내에서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재해에 대해 포괄적으로라
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자
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유해․위험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사내하도급 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여건을 적극 조성
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사내하도급 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 및 그 노동자에 전달하는 한편,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
체 간,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연락․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원청과 사내하
도급 업체 간에 재해예방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
체적인 정책은 애초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적이었던 건설업의 정책과
유사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
는 이미 원하청 관계를 반영하여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포
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산안법｣이 제정되던 당시 건설업의 노
동시장 현황을 반영한 규정이다. 이후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타
산업에도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변
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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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법제도

제1절 독일에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1.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
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
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기술적․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7) 이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은 위험이나 재해 등을 예방하고, 가능한 인간다운 작업장, 작업공
정 및 작업환경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ztrecht)｣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노동법의 생성과 더불어 발전된 영역이
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다. 입법자는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보호의무(verfassungsrechtliche Schuztpflicht)
를 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호의무의 이행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27) Kittner(2015), Arbeits-und Sozialordnung, 40, Auflage, Bund-Verlag,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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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및 사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618조28)의 규정 이외에,29)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공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
다.30) 독일에서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19세기 후반 이후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체계’,
sog. ‘Duales Arbeitsschutzsystem’). 연방 및 연방주가 행하는 국가에 의
한 산업안전보건법(staatliches Arbeitsschutzrecht) 체계와 재해보험조
합(Unfallversicherungsträger)을 통한 자치적 산업안전보건법(autonomes
Arbeitsschutzrecht) 체계가 그것이다.31)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제정한 모든 법률규
정을 포괄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규자가 이행
해야 할 각종 보호의무에 대해 규정한다.32) 현행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
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본법(Grundgesetz)이라
28)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618조의 규정은 다음
과 같다(김기선 외(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pp.239〜240).
민법 제618조(안전배려의무)
(1) 노무청구권자는, 그가 노무의 실행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장소, 장비나 기구를
설치 및 유지하고 자신의 지시 또는 지휘하에 행해지는 노무제공을 규율함
에 있어서, 노무제공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무제공자의 생명 및
건강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무제공의무자가 노무청구권자와 가정 공동체 내에 있는 경우에, 노무청구
권자는 거실과 침실, 식사, 근로시간 및 휴식기간에 관련하여 노무제공자의
건강, 풍습 및 종교를 고려할 때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노무청구권자가 노무제공의무자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노무청구권자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는 불법행
위에 대해 적용되는 제842조 내지 제84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9) 이에 대하여는 Wiebauer(2014), “Arbeitsschutz im Fremdbetrieb,” ZfA, pp.48
〜74 참조.
30) Julius(2004), Arbeitsschutz und Fremdfirmenbeschäftigung, Nomos, p.20.
31) Kittner(2015), Arbeits-und Sozialordnung, 40, Auflage, Bund-Verlag, p.235.
32)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과 관련된 감독은 독
일 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 주정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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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tuzgesetz)｣33)과 1973년에 제
정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Arbeitssicherheitsgesetz)｣34)을 중심
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수권
규정(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기계․설비․기구 및 작
업장 요건, 각 유해․위험인자별로 별도의 법률 또는 법규명령이 제정되
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는
중요 법률 및 법규명령으로 산업의학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35) 작업장에
관한 명령,36) 작업도구의 준비 및 사용에 있어 안전 및 건강보호, 사업
내 감독이 필요한 시설의 안전, 사업 내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명령,37) 화
면기기에서의 작업에 있어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명령,38) 근로 시 개
인보호장구의 사용에 있어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명령,39) 소음 및 진
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40) 인공광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명령,41) 근로 시 화물의 수작업에 있어 안전 및 건강

33) 취업자의 작업 시 안전 및 보건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vom 7. 8. 1996, BGBl. Ⅰ 1246).
34) 산업보건의, 산업안전기사 및 기타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vom 12. 12. 1973, BGBl. Ⅰ 1885).
35) Verordung zur Arbeitsmedizinischen Vorsorge.
36)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en(Arbeitsstätenverordnung－ArbStätV).
37)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Bereitstellung
von Arbeitsmitteln und deren Benutzung bei der Arbeit, über Sicherheit
beim Betrieb überwachungsbedüftiger Anlagen und über die Organisation
des betrieblichen Arbeitsschutzes(Betriebssicherheitsverordnung－BetrSichV).
38)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Arbeit an
Bildschirmgeräen(Bildschirmarbeitsverordnung－BildscharbV).
39)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Benutzung
persönlicher Schutzausrüustungen bei der Arbeit(PSA-Benutzungsverordnung-PSA-BV).
40) Verordung zum Schutz der Beschäftigten vor Gefährdungen durch Lärm
und Vibrationen.
41) Arbeitsschutzverordung zu künstlicher optischer Strah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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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명령,42)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명령,43) 건설현장에
서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명령,44) 생물학적 원료작업에 있어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명령,45) 압착공기에서의 작업에 관한 명령,46) 공장
시설 등에서 유해원료의 누출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고 시 인간 및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47)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 ｢유전공학
법(Gentechnikgesetz)｣, 유전공학적 시설에서 유전공학적 작업에 있어 안
전수준 및 안전조치에 관한 명령,48) 기계․제조물 안전법,49) 기계․제조
물안전에 관한 명령,50) 이온화광선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명령,51) 뢴트겐광선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명령52) 등이 있
다.53)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해보험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의 중심에는 재해예방규칙(Unfallverhütungsvorschrift)이 있다. 재해예
방규칙은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29조 제1항상의 공법상의 독립행정법
42) Verordnung ü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manuellen
Handhabung von Lasten bei der Arbeit(Lastenhandhabungsverordnung－
LasthandhabV).
43)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Gefahrstoffverordnung－GefStoffV).
44)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Baustellen
(Baustellenverordnung).
45)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Tätigkeiten mit
biologischen Arbeitsstoffen(Biostoffverordnung).
46) Verordnung über Arbeiten in Druckluft, Druckluftverordnung.
47) Zwöolfte Verordnung zur Durchfüu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Störfall-Verordnung-12. BImSchV).
48)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Gentechnik-Sicherheitsverordnung).
49) Geräte-und Produktsicherheitsgesetz.
50) Verordnungen zum Geräte-und Produktsicherheitsgesetz.
51)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Strahlenschutzverordnung, StrSchV)
52)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Röntgenverordnung, RöV).
53) 김기선(2015), ｢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 노동법학 제55호, 한국노동법학
회, 각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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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인 재해예방조합에 의해 제정된다.
독일의 경우, 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업무
를 담당하는 재해보험기관은 동업조합(Berufsgenossenschaft)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각 재해보험기관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규칙을 제정
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재해예방규칙의 제정은 사회법전 제7편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해보
험기관이 담당하는 임무 중 하나이고, 재해보험기관은 제정된 재해예방
규칙을 통해 산업재해, 직업병 기타 근로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각 재해보험기관에 의해 제정
된 재해예방규칙의 시행 및 감독과 관련된 업무는 각 재해보험기관의 기
술감독관(technische Aufsichtsbeamte)을 통해 이루어진다.54)

2.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가. 사용자로서 하청사업주의 의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의무주체를 사
용자로 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취업자의 산
업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1항 제
1문). 사용자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항상
의 모든 취업자(Beschäftigte)55)에 대해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상의 책
54) Julius(2004), Arbeitsschutz und Fremdfirmenbeschäftigung, Nomos, p.21.
55)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가 아닌 취
업자로 정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김기선 외(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pp.607〜60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규정)
(1) (생략)
(2) 이 법에서 말하는 취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
2.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
3. 가내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그와 동등한 자를 제외한, ｢노동법원법｣ 제5
조 제2항의 근로자와 유사한 자,
4.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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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담한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는 물리
적 공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56) 사업장 밖 근로(Außeneinsätze)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
를 정하고 있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위험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 안전
및 보건에 위해가 되는 위험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57)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는 원청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근로자는 하청사업주와 본래
적인 의미의 근로관계(herkömmliches Arbeitsverhältnis)에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와 달리, 하청사업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그 형태, 작업과정 등을 스스로 조직하며, 업무수행
에 필요한 근로자의 수 및 투입되는 인력의 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한
다.58) 이에 따라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청근로자의 계약상 사용자인 하청사
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여타의 근로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그
것과 다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하청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59)

56)
57)
58)
59)

5. 법관,
6. 군인,
7. 장애인을 위한 공장에 취업 중인 자.
(3)-(5) (생략)
Wiebauer(2014), “Arbeitsschutz im Fremdbetrieb,” ZfA, p.34.
Franzen, in : Rieble/Junker/Gießen(2012), Freie Dienstleistung als Alternative
zur regulierten Zeitarbeit, p.102.
BAG EzAÜG § 631 BGB Werkvertrag Nr. 11.
Giesen, in : Rieble/Junker/Gießen(2012), Freie Dienstleistung als Alternative
zur regulierten Zeitarbeit, p.70; Julius(2004), Arbeitsschutz und Fremdfirmenbeschäftigung, Nomos,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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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추가적 의무
1) 법률규정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있다. 이
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Stammbelegschaft)에 대해,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청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청
사업 내에서 하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하청근로
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을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하는 경우 하청근
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은 확보되기 어렵다.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의 사
업장이 아닌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하
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청사업주로
서는 하청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은 본인의 사업
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60)
이에 따라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서는 이를 고려한 특별 규정
을 두고 있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61)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여러 사용자 간의 협력)
(1)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한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각 사용자는 안전 및 보건보호규정의 실행에 있어 협력할 의무를
진다.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히 사용자는 각 업무형태별로 근로제공에 수반하는 취
업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에 관해 상호간에 이를 통지하고 근
로자에게 알리며,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를 조율하여야 한다.
(2) 사업 내에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60) Otten(2010), “Arbeitssicherheit beim Einsatz von Fremdfirmen,” BG, p.114.
61) 김기선 외(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pp.6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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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취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
련하여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
지를 각 업무형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은 한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들 간의 협력(Zusammenarbeit)
을, 제2항은 사업 내에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
보제공의 확인의무(Vergewisserungspflicht)를 정한 규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은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6조에서도 발견된다. 예방원칙 제6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원칙 제6조(여러 사용자 간의 협력)
(1) 여러 사업주의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한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에, 사업주들은 취업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제2조 제1
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있을지도 모를 상호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율할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협력을 조
율할 자에게는 특별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지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 및 보건과 관련
하여 사업 내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각 업무형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방원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
의무와 더불어 사업주로 하여금 이들 간의 협력업무를 조율할 임무를 수
행할 자를 선임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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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의 협력의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
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Grundpflicht)62)를 보충하는 규정이다.63)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1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
적 조치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실행
에 있어 일반적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
8조 제1항 제2문에서는,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의무에 대한 예시로서 사용자 상호간 및 근로자
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원청기업, 하청기업, 재하청기업)은 독일 ｢산업안전보건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64)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들 취업자
6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본규범(Basisvorschrift)에 해당하는 독일 산업안전보건
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김기선 외(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pp.608〜609).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사용자의 기본적 의무)
(1) 사용자는,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사용자는
이들 조치의 효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이를 조정해
야 한다. 그에 있어서 사용자는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의 개선에 노력하
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계획 및 실시를 위해 사용자는 업무의 형태 및 취업자
의 수를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수단의 준비,
2.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가 모든 업무 또는 사업 내 지휘체계와 결합되어 준
수될 수 있고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의 마련.
(3)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63)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58.
64)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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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수행에 있어 분업적 협력관계(arbeitsteiliges Zusammenarbeit)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65)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
문에, 각 사용자 간에 법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작업장에
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력의무는 발
생한다.66) 또한 법률규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취업자가 업무를 수
행해야 하는 최소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가 1회적으
로 하나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 사용자는 협력의무를 진다.67)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은 각 사용자 간의 협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력의 내용, 범위 및 정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공동 실시가 아닌 실시에 있
어 협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로서는 일정한 판단여지를 가지게 된다. 사용자 간에 어느 정도의
협력의 필요한지는 작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상황에 따라 결정된다.68)
이와 관련하여 재해예방기관인 직종별 재해보험조합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기업의 활용(BGI 865 Einsatz von Fremdfirmen im Rahmen von
Werkverträgen)이라는 가이드북을 통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2문은 제1문의 일반적인 협력
의무(allgemeine Pflicht zur Zusammenarbeit)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상호간 그리고 그
취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근로제공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
치를 조율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정은 협력의 형태를 예시한 규정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의 한 형태로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할 협력
조율자(Koordinator)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69)
65) Franzen, in : Rieble/Junker/Gießen(2012), Freie Dienstleistung als Alternative
zur regulierten Zeitarbeit, p.101.
66) Pieper(2014), Arbeitsschutzgesetz, 6, Auflage, Bund-Verlag, p.135.
67)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1.
68)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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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청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지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원청사업주의 확인의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즉 원청사업주)
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하청사업주)의 취
업자가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
여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계
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사업주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행하는 것을 전
제로 한 규정이다.7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
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
자인 하청사업주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
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자에게 근로 제공 시 안전 및 건강보호
에 관하여 근로시간 중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
안전보건교육은, 특히 취업자의 업무수행 장소 또는 업무범위에 초점을
맞춘 지시와 설명을 포함한다. 또한 채용, 업무범위의 변경, 새로운 작업
수단 또는 기술의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취업자의 업무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71)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위험의 진행상
69)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기업의 활용(BGI 865 Einsatz von Fremdfirmen im
Rahmen von Werkverträgen)이라는 가이드북에서는 그 밖의 다른 예를 제시
하고 있다.
70) Franzen, in : Rieble/Junker/Gießen(2012), Freie Dienstleistung als Alternative
zur regulierten Zeitarbeit, p.102.
71) 한편, 독일 사업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81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김기선 외(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pp.109〜
110.
사업조직법 제81조(사용자의 통지의무와 논의의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업무, 책임, 업무의 형태, 사업 내 작업과정으로의
배치에 관해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제공의 개시 전 근로자에게 근
로제공에 있어서 노출될 수 있는 재해 및 건강상의 위험, 이러한 위험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와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2) 근로자에게는 업무범위의 변경이 적시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1항이 준용된다.
(3) 근로자대표위원회가 없는 사업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관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학적 장치, 작업과정,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
에 의해 예정된 조치 및 그 조치에 의한 일자리, 작업환경 및 작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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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제1항).72)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의무는, 한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의 경우와 다르
게,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청사업주와의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 내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원청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적절
한 교육 및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73) 원청사업주는 하청근
로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
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취업자 또는 그 사용자 또
는 상급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74)
한편, 법률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적절한 교육과 지시를 받았
는지를 확인할 형태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는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에 따라 사업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정도에 따라 정해진다.75) 이에 따라 위험이 클수록, 취업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커지게 된다.
다. 건설현장 및 위험물질에 있어 특별한 의무
1) 건설현장에 있어 특별한 의무

건설현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72)
73)
74)
75)

및 형태에 대한 영향에 관해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고 근
로자의 직업상의 지식 및 능력이 업무수행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 확인됨과
동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업상의 지식 및 능력을 사업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인지를 근로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그 논의에 있어 근로자대표를 동석시킬 수 있다.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4조에 따르
면, 최소 1년에 1번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Leube(2000), “Arbeitsschutzgesetz : Pflichten des Arbeitgebers und der
Beschäftigten zum Schutz anderen Personen,” BB, p.302.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7.
BT-Drucks. 13/3540,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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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명령
(Baustellenverordnung, 이하 ‘건설현장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
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력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 건설현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Koordinator)76)가 하나 또는 복
수로 선임되어야 한다(건설현장령 제3조 제1항 제1문).77) 하나의 건설현
장에 여러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선임은 건축물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이루어
져야 한다.78) 또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건축물의 계
획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건설수행단계에서도 선임되어야 한다. 한편, 건
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를 선임했다는 것에 의해 건축주 또
는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건
설현장령 제3조 제1a항).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를 선임한 것과는 별개로 건설현장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건축주
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79)
건설작업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건설
현장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업안
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안전보건의 일반적 원칙80)을 준수하면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되
76)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하는 자의 전문지식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칙(Regeln zum Arbeitsschutz auf Baustellen) 30
Nr. 4가 고려될 수 있다.
77) 건축주(Bauherr) 또는 건축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제3자는 스스로
산업안전을 조율할 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건설현장령 제3조 제1항 제2문).
78)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552.
79)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553.
80)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의 확정 및 실시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규정에서는 그 원
칙을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김기선 외(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pp.609〜610).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일반적 원칙)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
여야 한다.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고 현존하는 위험이 가능한 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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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작업을 분류하고 작업의 수행시간을 조율하여야 한다(제1호). 건
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산업안전보건계획(Sicherheits-und
Gesundheitsschutzplan)을 작성 또는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제2호), 건
축시설에 이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작업(예컨대 유지․보수작업 등)에 고
려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제3호).
건설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역할에 대하여는 건설현장
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
건을 조율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의 적용을
조율하여야 한다(제1호).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하는 자는 건설수행
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계획을 이에 맞게 조정 또는
조정토록 하여야 하며(제3호), 사용자의 협력을 조직하고 사용자에 의한
규정에 따른 작업절차가 적용되는지를 감독하고 조율하여야 한다(제4호
및 제5호).
한편, 건축주,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 및 산업안전을 조율하
는 자 외에, 건설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는 개별 사용자도 책임
을 진다.
2) 위험물질이 포함된 작업에 있어 특별한 의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하여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명령(GefStoffV, 이하 ‘위험물질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하

소화될 수 있도록 근로형태가 조직되어야 한다;
2. 위험은 그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기술, 노동의학, 위생 및 기타 노동학술
상 확립된 이론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조치는, 기술, 근로체계, 기타 근로조건, 사회적 관계, 작업장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적절히 연관시킬 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5. 개인을 위한 보호조치는 다른 조치보다 후위에 있다;
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업집단에 대하여는 특수한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취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시가 부여되어야 한다;
8. 직․간접적으로 성별에 따른 효과를 미치는 규정은, 생물학적 사유에 의해 불
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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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보다 강화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위험물질령 제15조).81) 위험
물질령 제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르면, 위험물질이란 ① 동법 제3조에서
말하는 위험성을 갖춘 위험원료 및 혼합물, ② 폭발할 수 있는 원료, 혼합
물 및 생산물, ③ 생산 및 사용에 의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원료가
발생할 수 있는 원료, 혼합물 및 생산물,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물리화학적, 화학적 또는 유독적 성질 및 작업
장에서 존재 또는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취업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
한 원료 및 혼합물, ⑤ 작업장한계치(Arbeitsplatzgrenzwert)가 정해져
81) 위험물질령 제15조(여러 사용자 간의 협력)
(1) 사업 내에서 외부회사가 위험물질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
무를 위탁한 자로서 사용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회
사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를 위탁한 자로서 사용자는
외부회사에 위험의 근원 및 특별한 행동규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어느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업무 수행에 의해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
에게 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이에 관련된 모든 사용자
는 이 본령 제6조에 따른 위험성 판단을 실시함에 있어 협력하여야 하고 보
호조치를 조율하여야 한다. 이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사용자들은 위험물질로 인한 모든 관련 기업에 고용된 자의 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사용자는 사용자 간에 공동으로 정한 보호조치가 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게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어느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의 업무수행에 의해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에
게 위험물질로 인한 위험이 높아진 경우, 해당 사용자들은 협력을 조율할 자
(Koordinator)를 선임하여야 한다. 건축현장시행령(Baustellenverordnung)의
규정에 따라 협력을 조율할 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문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협력을 조율할 자에게는 관련 사용자들에 의해 산
업안전보건에 중요한 모든 필요한 정보 및 산업안전보호조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협력을 조율할 자의 선임에 의해 이 법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5) 철거․리모델링․유지보수작업 또는 건축작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사용자는
이 법 제6조에 따른 위험판단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또는 건축주로부
터 그 목적물의 사용연혁 또는 건축연혁에 의해 위험물질, 특히 석면이 존재
하는지 또는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기타 법률에 의해
업무를 위탁한 자 또는 건축주에게 발생하는 광범위한 정보제공의무, 보호의
무 및 감독의무는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선(2013),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독일 법
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3(4), pp.167〜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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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원료를 말한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
는 기업에만 위탁되어야 한다(위험물질령 제15조 제1항). 그 밖에 위험물
질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위험물질이 취급되는 사업 내의 모든 취업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를 구체화 및 강화하
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는 위험성 평가를 작성함
에 있어 협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상호 조율하고 이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취업자가 고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사용자들은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Koordinator)를 선
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을 조율하는 자는 해당 사용자들이 제공한 정보
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조직한다.
한편,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위험물질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을 조율
할 자를 선임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각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82)

3.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권한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의 불가침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보건 문제에 있
어서는 사업 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참여가 확보되
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83)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사내하
도급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
(Betriebsra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4)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
청사업뿐만 아니라 하청사업 내에 각각 근로자대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느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지는 어떠한 사용자가 이와 관련된 결정권(Entscheidungsmacht)을 행사
82)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705.
83) 김기선(2013),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독일 법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연구 13(4), pp.181.
84) 이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상당히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문헌으로 윤조덕 외(2007), 산업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 한국과 독일의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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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85) 이에 따라 원청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과 관
련한 결정 및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하
청사업주가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이와 관련
된 권한을 행사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와 원청사
업 내 근로자대표의 권한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의 권한

원청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하청근로자가 하청사
업주의 근로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하청근로자가 단기적 수리업무
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원청사업 내에서 장기간 하도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하여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조직법에 규정된 산업안
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
으로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에게는 원청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
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청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이기 때문
에,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
전보건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원청사업주가 주거권(Hausrecht)을 근거로 하청사업 근로자대표가 원청
사업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제약받
게 된다.86)
나.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의 권한

원청사업 내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에게
는 원청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사업주의 근로자와
85) BAG v. 31. 1. 1989, NZA 1989, 932.
86) Julius(2004), Arbeitsschutz und Fremdfirmenbeschäftigung, Nomos,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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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도 일정 권한이 인정된다.87)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는 원청사
업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거나 원청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
(예컨대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 내 근로자대표(Betriebsrat)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독일 ｢사업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근로자대표의 임
무와 관련하여 사업 내 외부인력(Fremdfirmenbeschäftigten)도 고려하
도록 하고 있다.88)
독일 ｢사업조직법｣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임무
(allgemeine Aufgab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조직법 제80조 제1
항),89)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87)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7.
88) 이는 “이 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적
시에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정보제공은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
한 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사업조직법 제80조
제2항 제1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89)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인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김기선 외(2013),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pp.
106〜108).
사업조직법 제80조(일반적 임무)
(1) 근로자대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임무가 있다.
1. 근로자를 위하여 적용되는 법률, 명령, 재해보호규칙, 단체협약 및 사용자
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2. 사업 및 사업 내 전체 근로자에게 유익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신청;
2a. 채용, 근로제공, 직업훈련, 직업능력향상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
적 평등실현의 촉진;
2b. 가족과 직업생활의 조화촉진;
3. 근로자와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의 제안을 받고, 또한 그 제안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한 처리에 노력할 것; 근로자대표위원
회는 협의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장애인 및 기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사업 내 편입을 촉진;
5.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 대표 선거의 준비 및 실시, 연소근로자․직업훈
련생 대표와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근로자의 이익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 근로자대표위원회는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 대표에게 제안
및 입장표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사업 내 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
7. 사업 내의 외국인 근로자의 융화 및 외국인 근로자와 독일인 근로자 간
의 의사소통 촉진 및 사업 내 인종차별 및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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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을 감독
하는 것 또한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인 임무에 해당한다(사업조직법 제80
조 제1항 제9호 참조).90)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
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 책임자(verantwortliche Person)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
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91) 한편, 근로자대표에게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사업조직법 제80조 제2항). 이
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업 내 외부인력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92) 근로자대표는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8조에 따른 협력 및 확인의무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대표의 감독역할은 ｢사업조직법｣ 제89
조에 의해서도 보완된다.93) 이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90)
91)
92)
93)

을 위한 조치의 신청;
8. 사업 내 고용촉진 및 고용보장;
9.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 및 사업 내 환경보호조치의 촉진.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7.
BAG v. 21. 1. 1982, NJW 1982, 2088.
BAG v. 31. 1. 1989, NZA 1989, 932.
사업조직법 제89조(산업안전보건 및 사업 내의 환경보호)
(1) 근로자대표위원회는,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과 재해예방에 대한 규정 및 사업
내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이 실시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재해 및 건강상
의 위험 제거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위원회는 발의, 협의 및 정보제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법정 재해보험기관 및 기타 기관을 원조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와 제1항 제2문에 열거된 기관은, 근로자대표위원회 또는 그가 정한
위원을 산업안전보건 또는 재해예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시찰 및 질문, 재해
조사에 동석시킬 의무를 진다. 사용자는 사업 내의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는
모든 시찰 및 질문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위원을 동석시켜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 재해예방 및 사업 내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관할 기관의 부담 및 명령
을 지체 없이 근로자대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인사적, 조직상의 모든 조치 및 사업 내 건축물, 공
간, 공학적 시설, 작업절차, 작업공정, 작업장과 관련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는 이 법률에서 말하는 사업 내의 환경보호로 이해된다.
(4) 근로자대표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근로자대표위원은, 사용자와 산업
안전보호담당자의 ｢사회법전 제7편｣ 제22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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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사
내하도급 근로자의 활용으로 인한 특수한 재해 및 보건상의 위험에 대처
함에 있어, 근로자대표는 건의, 협의 또는 정보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산
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법정 재해보험기관 및 기타 기관에 협
조하여야 한다(사업조직법 제89조 제1항). 근로자대표는 사업장감독을
건의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사용자
의 확인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제기할 수 있다.94)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에게는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
이 인정된다(사업조직법 제89조 제2항).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8조
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부과된 명령을 근로자대표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시찰 및 질문
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산업
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사용자와 조율된 산업안전보건시설의 도
입 및 검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95)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96)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5) 근로자대표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자신이 동석한 조사, 시찰 및 협
의에 관한 서류를 사용자로부터 받는다.
(6)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위원회가 서명한 ｢사회법전 제7편｣ 제193조 제3항에
따른 재해신고서의 사본을 근로자대표위원회에 교부해야 한다.
94)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7.
95)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7.
96) 사업조직법 제90조(통지권과 협의권)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적
시에 근로자대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생산․관리 및 기타 사업내 공간의 신축, 개축 및 증축,
2. 공학적 시설,
3.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또는
4. 작업장.
(2) 사용자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제안과 생각이 고려
될 수 있도록, 예정된 조치 및 그 조치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근
로의 형태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한 영향에
관해 근로자대표위원회와 적시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
자대표위원회는, 인간다운 근로형태에 대한 노동학술상 확립된 인식도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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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업안
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외부인력 활용계획단
계 및 도급계약의 지속적인 활용의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적시에 이와 관
련된 정보를 받아야 한다.97) 사용자는 외부인력 활용계획과 이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적시에 협의하여야 한다(사
업조직법 제90조 제2항).
한편,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에게 합의권(zwingendes
Mitbestimmungsrecht)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
7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98)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재해예
97) Ulber(2013), “Werkverträge,” AiB, p.286.
98) 사업조직법 제87조(근로자대표위원회와의 합의)
(1) 법률 또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로자대표위
원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의 질서유지 및 사업 내 근로자의 행동에 관한 문제;
2. 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의 개시와 종료, 각 주(週)에 대한 근로
시간의 배분;
3. 사업 내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일시적 단축 또는 연장;
4. 임금지불의 시기, 장소, 방법;
5.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일반적 원칙 및 휴가계획의 수립, 사용자와 해당 근
로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휴가시기에 대
한 결정;
6. 근로자의 행동 또는 근로제공을 감독하기 위한 기술적 시설의 도입 및 사용;
7.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법률상의 규정 또는 재해예방규칙 내의 건강
보호에 관한 규정;
8. 사업, 기업 또는 콘체른으로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복리후생시설 또는 제
도의 형태, 내용 및 관리;
9. 근로관계의 존속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되는 주택의 할당, 해지 및
일반적인 이용조건의 결정;
10. 사업 내 임금형태에 관한 문제, 특히 임금계산 원칙의 수립, 새로운 임금
계산방법의 도입 및 적용, 이에 대한 변경;
11. 성과급 및 이와 유사한 실적에 따른 임금에 대한 정함;
12. 사내 제안제도에 관한 원칙;
13. 그룹작업의 실시에 관한 원칙.
(2)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판단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위원회 간의 합의를 대
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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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규칙의 이행을 위한 사업 내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협력의무 및 확인의무
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동여지(Handlungsspielraum)가 존재
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는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99)
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독일 ｢산
업안전보건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업자가 작업장을 즉시 이탈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취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
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 사용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업무의 재개
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문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사용자의
조치의무(Organisationspflicht)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규
정의 목적이나 반대 해석상 이 규정은 취업자의 작업중지권(피난권,
Entfernungsrecht)을 보장한 규정으로 해석된다.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또는 판례상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 즉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부
담하게 되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01)

4.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감독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은 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
보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은
99)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68.
100)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75.
101)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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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감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하
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감독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재해
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나누어진다.
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자기
의 책임으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산업안전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가 법률에 정해진 산업안전
보건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어떤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연방주(Bundesländer)에 의해 규율되고, 연방주는 독일 기본법에 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수행
한다.102)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
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
회인 산업안전및안전공학위원회(Länderausschuss für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 LASI)를 통해 통상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
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조율한다.103)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능이 확
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하여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예컨대 사업장 전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감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
102)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374.
각 연방주의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산업안전및안전공학위원회
(Länderausschuss für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 LASI)의 웹사
이트(lasi.osha.de)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5), Übersicht über das
Arbeitsrecht/Arbeitsschutzrecht 2015-2016, 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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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는 수시감독, 위험정도, 사업규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거의 모든 산업안전보건감독관청에서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예컨대 브란
덴부르크주의 경우 1995년 185명이던 감독공무원이 2005년 160명, 2011
년 129명, 2012년 120명으로 감소하였다), 일부 연방주에서는 산업안전보
건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4)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감독과 관련하여 각 연방주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청은 명령(Anordung)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의 준수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또는 2호).105)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의 작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3
항 제3문). 행정관청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
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나.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
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 내 재해보험기관은 크게 동업조합(Berufsgenossenschaft)과 공
공부문의 재해보험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이 이루
어진 후 현재는 9개의 동업조합이 산업별로 설치되어 있고,106) 공공부문
의 재해보험기관은 19개의 재해보험(Unfallkassen)과 자치단체보험조합
104)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376.
105)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71.
106) Berufsgenossenschaft Rohstoffe und chemische Industrie (BG RCI),
Berufsgenossenschaft Holz und Metall, Berufsgenossenschaft Energie
Textil Elektro Medienerzeugnisse (BG ETEM), Berufsgenossenschaft
Nahrungsmittel und Gastgewerbe, Berufsgenossenschaft der Bauwirtschaft
(BG
BAU),
Berufsgenossenschaft
Handel
und
Warenlogistik,
Verwaltungs-Berufsgenossenschaft, Berufsgenossenschaft für Transport
und Verkehrswirtschaft, 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 (B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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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eindeunfallversicherungsverbände), 4개의 소방재해보험(FeuerwehrUnfallkassen) 및 우편․통신재해보험(Unfallkasse Post und Telekom),
연방․철도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 Bund und Bahn)으로 나누어져
있다.107)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은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해보험기관의 기술감독
관은 사회법전 제14조 이하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실시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
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감독과 관련하여 재해보험기관은 사회법전
제7권 제19조에 근거하여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6조에 따른 협력의무의 실행을 명할 수 있다.108)

5. 요약 및 시사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
는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
로자가 자신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사내하도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사내하도급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은 한 사용자에 의해 여하히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
는 하청근로자는 그 업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낯선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
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안전보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다. 하청사업주는 그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 하청근로자의 산
업안전보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이라는 한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과 관
107) http://www.dguv.de/de/.
108) Kohte/Faber/Feldhoff(2014), Gesamtes Arbeitsschutzrecht, Nomos,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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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내하도급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거버넌
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하도급에서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문제를 독일 ｢산
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 간의 협력(Zusammenarbeit)에 의해 대처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이
회에 근로자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는 다양한 권한이 인정된다.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하
청사업 내 근로자대표 및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 모두에게 그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하청사업 근로자대
표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한편,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
스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
건감독 및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청이나 재해보험기관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법 등을 명하거나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하청근
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도모할 수 있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위험의 외주화’ 또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영세성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전문성이 확
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기업의 활용 가이드북에서는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 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급비 및 도급기간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
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정 및 건강보호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나 인증서 등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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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일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원청사
업주와 하청업체의 긴밀한 협력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원청사업주와 하
청사업주의 협력의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산
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 및 사용자에 의한 실시를 포함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사
업 내 위험에 대한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일에서는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하
청근로자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
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및 위험물질의 경우
에는 보다 강화된 특별한 의무(건설현장령 제3조, 위험물질령 제15조)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제2절 프랑스의 하청노동과 노동안전

1. 프랑스의 노동안전 체계
가.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Santé et sécurité
au travail)｣의 구성 체계

*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은 편(Partie)－권(Livre)－장
(Titre)－절(Chapitre)의 체계로 되어 있다. 가령 L.4111-1조는 노동
법전 제4편(노동안전) 제1권(총칙) 제1장(적용범위) 제1절(적용범위)
의 첫 번째 조문이라는 뜻이다.
* 법률 편에서 삭제된 절의 규정들은 시행령 편으로 옮겨진 규정들이
다. 시행령 편은 법률 편과 동일한 편－권－장－절의 체계로 되어 있
다. 예를 들어, 외부기업에 의한 사업장 내 작업에 관한 규정들은
R.4511-1조부터 R.4515-11조에 규정되어 있다.
*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은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표제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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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노동안전’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한국의 실정
법은 ‘산업안전’ 혹은 ‘산업재해’ 등 노동이라는 단어보다는 산업이라
는 단어를 즐겨 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인식, 재해가 일어난 곳은 노동하는
자의 신체가 아니라 산업현장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인식은 그릇된 것이다. 산업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관계 당사자
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산업현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이 아니라 노동안전이 되어야 하며, 산업재해가 아
니라 노동재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를 어디를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반영 문제이다.
권(Livre)
1. 총칙

장(Titre)
1. 적용범위
2. 예방에 관한 일반원칙
3. 작업중지권
4.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절(Chapitre)
적용범위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원칙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
정보제공과 교육에 대한 일
반 의무
2. 교육과 특정 적용 수단
3. 종업원 대표의 협의
1.
1.
2.
1.
2.
1.

5. 특정 근로자 범주에 대한
1. 적용범위
특칙
2. 임산부
3. 연소자
4.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2. 근로장소에 적 1. 근로장소의 착상에 관한
1. 일반원칙
용되는 규정들
발주자의 의무
2-7. 삭제
2. 근로장소의 이용에 관한
1. 일반원칙
사용자의 의무
2-8. 삭제
3. 숙소와 관련한 원청의
1. 주의의무와 원청의 책임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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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Livre)
3. 근로설비 및
보호장비

장(Titre)
1. 근로설비 및 보호장비의
설계 및 시장유통

절(Chapitre)
1. 총칙
2. 삭제
3. 규격인증절차
4. 보증절차

2. 근로설비 및 보호장비의
이용

1. 총칙
2-4. 삭제

4. 특정 노출위험
의 예방

1. 화학적 위험

2. 생물학적 위험의 예방
3. 소음 노출위험의 예방
4. 기계적 진동 노출위험의
예방
5. 방사능 노출위험의 예방

5. 특정 사업의
위험 예방

6. 기타 위험
1. 외부기업에 의한 사업장
내 작업
2. 핵시설

3. 건축과 토목

4. 기타 작업

1. 화학물질의 시장유통
2. 화학적 위험의 예방 조치
3-5. 삭제
1. 총칙
2-7. 삭제
1. 총칙
2-7. 삭제
1. 총칙
2-7. 삭제
1. 전리방사 노출위험의 예방
2-3. 삭제
1. 고압 노출위험의 예방
1. 총칙
2-5. 삭제
1. 적용범위
2. 예방협조체계
3. 노동안전위원회
4. 기업간 노동건강안전위원회
5. 화재와 구조에 관한 특칙
6. 중대한 위험과 작업중지권에
관한 특칙
1. 예방원칙
2. 건축과 토목 작업시 협조체계
3-4. 삭제
5. 비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1. 무거운 짐의 취급
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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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Livre)
6. 예방에 관한
제도와 기관

장(Titre)
1. 노동안전위원회

2. 노동안전서비스

절(Chapitre)
1. 총칙
2.
3.
4.
5.
6.
1.
2.
3.
4.
5.

7. 감독

3. 노동에 관한 사회서비스
4. 예방의 조직에 종사하는
기구와 사람

1. 삭제

3. 응급조치와 절차
4. 벌칙

8. 해외령 특칙

권한
구성
운영
삭제
노동안전위원회의 협조기관
적용범위
임무와 조직
노동안전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다전공 노동안전팀 멤버의
활동과 수단
특정 범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의학적 감독
삭제
적용과 임무
삭제

6.
1.
2.

1. 서류의무와 게시의무
2. 최고 및 확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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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근로조건개선청
3. 건강안전에 관한 단체 및
위원회
4. 노동건강안전의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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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 노동안전 제도의 개요
1) 적용범위

프랑스 노동법전의 제4편 노동안전에 관한 규정들은 사법(私法)이 적
용되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적용된다(L.4111-1조). 공법(公法)이 적용
되는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공법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일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전 제4편
이 적용된다. 상공업적 성격의 공공기관(즉 공기업), 공공행정기관에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보건의료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의
료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
지 아니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자도 사용자의 근로자
와 동일하게 취급된다(L.4111-5조).
노동안전에 관한 규정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
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술 변화에 조응하여
노동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된다.
2) 위험예방의 일반원칙
가)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고 현 상황의
개선을 지향하는 조치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에는 다음
의 사항들이 포함된다(L.4121-1조).
－ 직업상 위험과 중노동에 대한 예방 조치
－ 교육과 훈련 조치
－ 조직과 적절한 수단의 실행

위의 조치들을 실시할 때에는 위험예방의 일반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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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험예방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L.4121-2조).
－ 위험 회피
－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의 평가
－ 위험원의 제거
－ 단조로운 일과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그러한 일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하는 장소와 설비의 선택 및 일과 생산의
방식 등을 구상함에 있어서, 일을 사람에게 맞출 것
－ 기술의 발전 상태를 고려할 것
－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거나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할 것
－ 기술, 작업조직,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회적 관계와
주변요소들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예방계획을 수립할 것
－ 집단적 보호조치를 개별적 보호조치보다 우선할 것
－ 적절한 지침들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생산과정과 작업도구 및 화
학물질 등의 선택에 있어서 상기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장
소나 설비를 설계하고 정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위험평가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위험노출이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는 위와 같이 위험평가를 한 후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작업방식과 생산방식 및 예방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 사항은 사업장의 모든 업무와 모든 직급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문서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L.4121-3조).
근로자가 두드러진 신체적 속박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상 위험 요소들
이나 공격적인 신체적 환경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만회할 수 없는 지속
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작업 리듬에 노출된 경우, 사용자는 각 근로자
에 대해서 작업조건, 근로자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된 기간 및 그 기간 동
안 위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사용자가 취한 예방조치들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 서류에 포함된
내용들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이 서류를 노동건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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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제출하고, 노동건강서비스는 다시 이를 노동의사에게 전달한다. 노
동의사는 이 서류를 각 근로자의 의료기록에 포함시켜 보관한다. 이 서
류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
병 신고를 할 때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이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되며, 근로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서
는 안 된다(L.4121-3-1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경우, 그 근로자가 노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L.4121-4조).
사업장과 근로장소는 근로자의 안전과 사람들의 위생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정비되어야 한다(L.4222-1조).
나)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자기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로 인
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위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도구와 보호수단 및
위험물질의 이용에 관한 요건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
정들이 사용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L.4122-1조).
노동안전에 관한 조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L.4122-2조).
3) 작업중지권

1982년 12월 23일 법은 작업중지권 개념을 도입하였다.109)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
인한 경우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근로자는 그
109) Sebastian Schulze-Marmeling(2015), ｢프랑스의 작업중지권 : 규제와 현황｣, 국
제노동브리프 2015년 7월호,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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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황으로부터 철수하기 위하여 하던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특히 보호 시스템의 결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작업에
복귀할 것을 명할 수 없다(L.4131-1조).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은 기계, 생산공정, 작업분위기(스트레스, 신체
적 공격, 언어적 공격, 괴롭힘 등), 알레르기,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안전
규범에 위배되는 작업장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영역을 아우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등 불
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L.4131-3조).
4)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가)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과 안전교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장이 이용하는 물질이나 생산과정이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L.4141-1조).
사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안전교육
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L.4141-2조). 이 안전교육은 사용자가 직
접 채용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들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투여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더욱 강
화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용은 사용사업주의
부담으로 한다(L.4142-2조).
한편, 안전을 이유로 작업 과정에 수정이 생겨서 생산성의 하락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 적응기간 동안
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성과급이 일체 금지되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작
업 과정 변경 이전의 2주 동안의 평균에 근거해서 산정된다(L.41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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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대표의 협의

노사협의회(또는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 및 노동
안전위원회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실질적인 교육
이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투
여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강화안전교육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다(L.4143-1조).
5) 특별한 범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규정들
가) 임산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
된다(L.4152-1조).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한 위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임산부가 된 경우에는 그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다른 업무를 제
안해야 한다(L.4152-2조).
나) 연소자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의 건강, 안전, 도덕성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신체적 능력을 초과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L.4153-8조).
다)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시행령에서 정한 목록에 열거된 바의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기간제 근
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목록은 특히 노동의사
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바의 강화된 의학적 감시의 목적이 되는 작업
을 포함한다(L.4154-1조).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에 투여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
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층 강화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야 하며, 그러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의 희생자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중과실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L.41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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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내하도급 근로자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원칙적인
내용들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하나의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여러 기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사용자들은 노동안전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에 협력해야
한다(L.4121-5조).
둘째, 사업장 내에서 하청기업의 작업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규정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L.4511-1조).
관련 시행령 규정은 R.4511-1조부터 R.4515-11조까지이다.

2.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가. 일반적 예방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L.4121-1조).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travailleur)’는 사용
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salarié)만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한다(L.4111-5조).
그러므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적 위험예방의무
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결과적 안전의무(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이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책임이 발생한다(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나. 작업 개시 전에 취할 조치들
1) 원청기업의 예방공조확보의무

원칙적으로 각 기업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
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R.4511-6조). 하지만 원청기업의 사업장
에서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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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4511-5조). 이 예방공조확보의무는 동일한 장소에
서 작업을 하는 서로 다른 기업들의 업무, 설비 및 물질들 간의 간섭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4511-7조).
예방공조확보의무의 일환으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위험
의 원인이 해당 하청기업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하청기업이 위험예
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R.4511-8조).
2)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기업의 고지의무

하청사업주는 원청기업에 서면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고지해야 한다
(R.4511-10조).
－ 작업장 도착일과 작업예상기간
－ 투입예상인원
－ 작업관리자의 이름과 직위
－ 작업을 재하청할 경우 재하청작업의 개시 이전에 재하청사업주의 이름
과 보증서
－ 재하청하는 작업의 특정

위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원청사업주와 해당 하청사업주는 이 사
항들을 아래 각 관련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4511-11조).
－ 노동안전위원회
－ 노동의사
－ 근로감독관
－ 사회보장기관의 위험예방 담당자
－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위험예방기구의 담당자

특히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청사업주는 작업에 투입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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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이 실제로 해당 작업에 소요한 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R.4511-12조).
3) 사전공동조사

작업의 일부를 외부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
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
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R.4512-2조).
이때 원청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R.4512-3조, R.4512-4조).
－ 하청기업의 개입 범위를 특정하기
－ 이 개입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
하기
－ 하청기업의 근로자와 차량 및 기타 기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명
시하기
－ 하청기업의 이용에 맡겨진 장소와 설비에 하청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정의하기
－ 하청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청기업의 안전수칙을 하청사업주에게 고지
하기

그 밖에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일
체의 정보들을 상호 교환해야 한다(R.4512-5조).
4) 예방계획수립

사전공동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들을 보고,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는 공동으로 업무, 설비 및 물질들 간의 간섭이나 충돌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한 후,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각 기업이 취할 예방조
치들을 정의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R.4512-6조).
다음 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작업 개시 전에 서면으로 예방계획을 작
성해야 한다(R.4512-7조).
－ 하청기업(재하청기업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의 예상시간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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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속성 여부와 무관하게)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400시간 이상인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시간이 400시간에 달하게 된 경우에
도 마찬가지다.
－ 작업예상시간과 상관없이, 수행되는 작업이 노동부처와 농업부처의 부
령에서 정하는 위험작업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이 위험예방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R.4512-8조).
－ 위험한 작업단계와 그에 대응하는 특별한 예방수단의 정의
－ 재료, 설비 및 장치를 작업의 성질에 적응시키기 및 그 정비 요건의 정의
－ 근로자에게 제공할 지침들
－ 원청사업주가 응급 시 최초의 구호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조직 및 이를
위해 설치하는 장치의 설명
－ 어떤 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조를 위해
서 다른 기업이 수행하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들 및 특히 지휘
계통에 관한 요건들

그 밖에 위험예방계획은 다음의 사항들도 포함해야 한다.
－ 강화된 의학적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담당하게 될 업
무의 목록(R.4512-9조)
－ 원청기업이 제공하는 장소와 설비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하
청기업들 사이에 정비 비용을 분배하는 방법(R.4512-10)
－ 석면을 포함하는 물질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것에 관한 정보들을 취합
하는 기술문서들(R.4512-11조)

이 위험예방계획은 작업기간 내내 근로감독관과 사회보장기관의 위험
예방 담당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위험예방기구의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원청사업주는 근로감독관에게 서면
으로 작업의 개시를 통지해야 한다(R.451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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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격리작업

작업이 야간에 수행되거나 격리된 곳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원청기업
의 작업이 중단된 때에 수행되는 경우, 사고 시 즉시 구호될 수 없는 지
점에 홀로 떨어져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해당 하청사업주는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4512-13조).
6) 하청근로자에 대한 하청사업주의 안전고지의무

하청사업주는 작업이 수행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에 근로자들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예방조치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위험한 지역과 그것을 표시한 방식들을 명시해야 하고, 개인적 혹은 집
단적 예방도구들의 사용법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들고나는
경로 및 비상구를 보여주어야 한다(R.4512-15조). 작업 도중에 새로 투
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R.4513-6조). 이 설명시간은 실근로
시간으로 간주된다(R.4512-16조).
7) 역내하청에 관한 특별 규정

동유럽이 유럽연합에 포함되면서 동유럽의 저임금 근로자를 서유럽의
기업에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역내하청(work posting)’
이라고 한다. 역내하청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2014년에 ｢불
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Loi n° 2014-790 du 10 juillet 2014
visant à lutter contre la concurrence sociale déloyale)｣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역내하청에서 근로자를 송출하는 사업주(하청)는 송출
이전에 이를 프랑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노무의 제공기간 동
안에는 프랑스 국내에 사업의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L.1262-2-1조).
역내하청노동을 사용하는 사업주(원청)는 역내하청노동이 근로감독관에
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1262-4-1조).
하청 또는 원청이 이 의무들 중의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L.1264-2조). 과태료의 금액은 최초 위반 시에는 송출된 근로
자 한 명당 2천 유로 이하이고, 최초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
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 명당 4천 유로 이하이며, 과태료의 총액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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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넘을 수 없다(L.1264-3조).
다. 작업수행 동안 취할 조치들
1) 정기적 조사 및 회의

각 기업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위험예방계획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들이 결정된 조치
들을 실행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원청사업주는 또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취하게 될 새로운 조치들을 조정한다(R.4513-1조).
위험의 종류에 따라 혹은 상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위험예방조치들
의 공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청사업주는 관련 하청사업주들과 정기적으
로 조사를 실시하고 회의를 조직해야 한다(R.4513-2조). 원청사업주가
그러한 조사와 회의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청사업주는 원청사업주에게 그러한 조사와 회의
를 조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4513-3조).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청기업들의 작업을 전부 합해서 볼 때
12개월 동안 9만 시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게 될 경
우에는 적어도 3개월마다 조사와 회의가 조직되어야 한다(R.4513-5조).
2) 하청사업주의 고지의무

작업 도중에 새로운 근로자가 투입된 경우에 하청사업주는 이를 원청
사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4513-6조).
원청사업주는 사업장에 여러 기업들이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지침을 하청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R.4513-7조).
3) 원청사업주의 설비 제공

원청사업주는 위생설비, 탈의실, 식당 등을 하청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해야 한다. 하청근로자들의 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R.45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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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학적 감시

위험예방계획의 수립이 의무로 부과된 경우, 이 계획은 원청기업의 노동
의사 및 관련 하청기업의 노동의사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R.4513-9조).
원청기업의 노동의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개인적 의료기록을 요청
하는 때에는 하청기업의 노동의사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하청기
업의 노동의사가 그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의 건강에 초래될 수 있는 특별
한 위험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원청기업의 노동의사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R.4513-10조).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성질 및 작업기간에 따라 추가
로 필요하게 된 검진은 원청기업의 노동의사가 보장한다. 그 검사 결과
는 하청기업의 노동의사에게 통보한다(R.4513-11조).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 및 관련 노동의사의 합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청근로자의 정기검진을 원청기업의 노동의사가 실시할 수
있다. 그 검진 결과는 하청기업의 노동의사에게 통보한다(R.4513-12조).
하청기업의 노동의사는 하청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또는 수행하게
될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가
해당 노동의사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R.4513-13조).
5) 원청사업주의 감독의무
가)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

2014년에 제정된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하청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단체협약의 규
정에 대한 위반이 있음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은 원청사업
주는 하청사업주로 하여금 지체없이 위반 상황을 종결시킬 것을 서면으
로 지시해야 한다(L.8282-1조).
－ 노동관계상 개별적 집단적 자유들
－ 남녀평등
－ 모성보호, 모성휴가, 부성휴가, 입양휴가, 가족대소사를 위한 휴가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보장들과 파
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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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권의 행사
－ 근로시간, 보상휴식, 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야
간근로
－ 악천후휴가기금 가입 조건
－ 최저임금, 임금의 지불, 연장근로수당
－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규칙, 근로가능연령, 아동노동

원청사업주로부터 법(협약) 위반 상황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하청사업
주는 그 상황의 종결에 관하여 원청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청사업주의 서면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원청사업주는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청사업주가 위 지
시 및 통지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에 처해진다.
나) 모회사 및 원청기업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안

또한 ‘모회사 및 원청기업의 주의의무와 연대책임’에 관하여 2014년 말
과 2015년 초에 제안된 일련의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110)
모든 기업은 그 자신의 사업, 자회사의 사업 또는 하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
이나 환경 또는 기본권 침해에 따른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가 명백한 위험의 발생을 방
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
고 합리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모회사 또는
원청기업은 자회사 또는 하청기업과 연대책임을 진다.

즉, 원청기업은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청기업의 사업으로 인하
여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 침해를 가하거나(ex.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
장의 불산누출사고) 혹은 환경에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ex. 2007년 삼
성1호-허베이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원청기업이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
110) Proposition de loi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n° 1519, n° 1524, n° 1777, n°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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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청기업에 있다. 원청기업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청기업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또한 위 법안은 모회사 및 원청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전 제121-3조 제3항에서 “또는 안전의무”를 “안전의무 또는 주의의무”로 대체
한다.
※ 참고로 형법전 제121-3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배
려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임
무나 역할 또는 관할의 성질 및 그 자의 처분권한이나 처분수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라. 원청의 책임
1) 형사책임
가) 노동안전 규정 위반의 형사책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적 과실’로 노동법전
제4편의 노동안전 관련 법률 규정 및 그 시행을 위한 명령의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인 경우에는 1년의
징역과 9,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은 관련 근로자의 수만큼 반복해
서 부과된다(L.4741-1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노동안전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작업중지권에 관한 규정
－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에 관한 규정
－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에 관한 규정
－ 근로장소의 이용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 작업설비 및 보호수단에 관한 규정
－ 노출위험의 예방에 관한 규정
－ 하청기업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관한 규정
－ 건설업에서 작업시행 전에 적용되는 기술적 규정들과 작업 시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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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술적 규정들에 관한 규정
－ 무거운 짐의 처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사용, 고정되어 있는 거중 설
비에 대한 개입, 전기설비 설치 작업 및 전기설비 인근 작업, 의학적 감
시에 관한 규정
－ 근로감독관의 확인, 분석 및 조치 요구에 관한 규정

이 규정들은 노동안전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가
령, 위험예방의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
(L.4121-1조 이하 참조)을 위반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
과실’로 작업설비 및 보호수단에 관한 규정들 및 노출위험의 예방에 관
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재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련 근로자의 수만큼 반복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같
다(L.4741-9조).
위 규정들에서 책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과실’에 대해서
프랑스 법원은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안전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직접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중의 한 명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하
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기계 제작자가 발급한 안전증명서가 조작
된 경우 등에 모두 사용자의 개인적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111)
나) 중대재해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자에 의하여 범죄가 행해진 경우에는 법인도 형
사책임을 진다(형법전 제121-2조). 법인의 형사책임은 범죄를 행한 자연
인의 형사책임을 면책하지 않는다. 유책의 법인에 선고될 수 있는 형은
형법전 제131-39조에 열거되어 있다. 해산, 영업금지, 법정감독, 공장폐
쇄, 공공사업입찰금지, 주식거래금지, 수표발행금지, 몰수, 판결문의 게재
또는 배포, 공적 지원 금지 등이다.
노동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1) Gilles Auzero et Emmanuel Dockès, Droit du travail, 29e édition, 2015,
Dalloz, p.9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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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과실치사죄(형법전 제221-6조) 또는 과실치상죄(형법전 제222-19
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에게는 벌금
외에도 영업금지 또는 5년 이하의 영업정지, 5년 이하의 법정 감독, 몰수
및 판결문의 게재 또는 배포의 형이 선고된다(형법전 제221-7조, 제
222-21조). 영업금지 또는 영업정지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영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에는, 범죄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영구폐쇄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전 제221-7조, 제222-21조).
또한,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타인을 즉각적인 사망의 위험 또는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장애를 유발
하는 상해의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행위도 범죄를 구성한다(형법전 제
223-1조).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이 범죄의 구성과 상관이 없
다. 그러므로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다만, 안전규정의 위반과 그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처
하게 될 위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입증되어야 한다.112) 이
죄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에게도 과실치사상죄의 경우와 같
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형법전 제223-2조).
한편, 프랑스 형법전은 착취노동(제225-13조, 5년의 징역 및 150,000유
로의 벌금), 반존엄노동(제225-14조, 5년의 징역 및 150,000유로의 벌금),
강제노동(제225-14-1조, 7년의 징역 및 200,000유로의 벌금), 노예노동
(제225-14-2조, 10년의 징역 및 300,000유로의 벌금)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는 반존엄노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반존엄노동이란 타인의 취약함 또는 의존상태가 눈에 띄거나 그것
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근로조건 또는 숙박시설에
타인을 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
인에게는 벌금의 선고 외에도 형법전 제131-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112) 프랑스 대법원 형사부 1999년 2월 16일 판결, Gilles Auzero et Emmanuel
Dockès, Droit du travail, 29e édition, 2015, Dalloz, p.92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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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과될 수 있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숙박시키는 데 사용된 영업재산은 몰수한다(제
225-16조).
2) 민사책임
가) 변명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한 책임

프랑스에서 노동재해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원칙
적으로 노동재해의 피해자인 근로자나 그 가족은 사용자에게 피해의 보
상을 청구할 수 없다(사회보장법전 L.451-1조).
그러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인하여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은
의료보험에 더하여 추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사회보장법전
L.452-1조). 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
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단은 사
용자에게 이를 구상한다(사회보장법전 L.452-3조).
프랑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었거
나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결과적 안전의무’의 위반 사실만으로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구성한
다고 한다.113)
나) 결과적 안전의무(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

프랑스 민법에서는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한다. 수단채무란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
다. 수단채무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
무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
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의사의 치료 행위는 대표적인 수단채무이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결과까지 발생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13) Gilles Auzero et Emmanuel Dockès, Droit du travail, 29e édition, 2015,
Dalloz, 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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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의
책임은 없다.
반면에 결과채무란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의무를 말한다. 결과채
무에서는 의도된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입증함으로써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노동재해를 방지할 사용자의 의무는 일종의 결과채무에 속한다. 2002
년 2월 28일의 석면 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사용자의 안전의무를 결
과채무로 규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의 안전이라는 결과를 달성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안전이
라는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되고 따라서 사
용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이것이 곧 ‘결과적 안전의무’ 개념이다.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참여
가. 노동안전위원회(CHSCT)의 권한
1) 구 성

노동안전위원회(L.4611-1조 이하)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
장에서는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동 위원회
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고충처리위원(délégués du personnel)이 그 역
할을 대신한다(L.4611-2조).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
안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임의로 설치된 노동안전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
이 동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L.4611-3조).114)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끼리 뭉쳐 하나의 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L.4611-6조).
114) 1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반드시 선
출하여야 한다(L.2312-1조). 사업장 내 근로자의 수가 11인 미만인 경우에도 단
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협약으로 고충처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L.23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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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작업의 성격, 위험의 정도, 작
업장소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노동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로
정하는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결정한다
(L.4613-4조).
노동안전위원회는 사용자 및 종업원위원으로 구성되고, 종업원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임
한다(L.4613-1조). 종업원위원의 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
른데, 최소 3명(2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9명(1,500인 이상 사업장)
까지이다(R.4613-1조).
2) 일반적 권한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대표기구이다(L.4612-1조).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한 구
체적인 활동으로는 조사 및 감독 활동과 교육참여를 들 수 있다. 먼저 조
사 및 감독 활동을 보면, 위원회는 업무상 위험을 조사할 수 있는데, 특
히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가혹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L.4612-2조). 그리고 주기적으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하며(L.4612-4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조
사를 할 수 있다(L.4612-5조). 만일 해당 사업장에 위해를 끼치는 원인이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원회는 인근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L.4612-6조). 한편, 위원회는 재해예
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으로 위원회는 성
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포함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위원회의 교육참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L.4612-3조).
사용자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주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보직이나 생산설비, 조직, 작업속도,
급여에 주요한 변경이 있을 때 그러하다(L.4612-8조). 그리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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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생산계획과 신기술을 도입
할 경우에도 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L.4612-9조). 이러한 신기술
의 도입 등으로 근로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업무상 재
해의 위험도는 증가한다. 이때 사용자는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는데 위원회는 사용자의 직무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다
(L.4612-10조). 또한 피재 근로자 또는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사용자는
원활한 복귀와 적응을 돕기 위해 보직의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는데, 위
원회는 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다(L.4612-11조). 그리고 법규가
규정한 필수협의사항 외에도 위원회는 사용자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
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 그의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L.4612-13조).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은 사규 등 내부문서에 규정되는데
그 규칙의 작성에 위원회는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다(L.4612-12조).
3) 위험경고권

노동안전위원회의 종업원위원은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확인
한 경우 또는 다른 근로자를 통해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경고할 권리가 있다(L.4131-2조). 이 경우 사용자
는 즉시 종업원위원과 함께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L.4132-2조). 위험성에 대한 판단 및 작업의 중지 등 후속조치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노동안전위원회를 소집해
야 한다. 사용자는 또한 노동안전위원회 긴급소집 사실을 근로감독관에
게 통지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L.4132-3조).
후속조치에 대해서 사용자와 위원회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해야 한다(L.4132-4조). 이때 근로감독관
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L.4721-1조), 지방법원에 영업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L.4732-2조).
노동안전위원회의 종업원위원은 또한 공공위생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
험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다른 근로자를 통해 그러한 위험이 있음
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경고할 권리가 있다(L.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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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위원과 함께 상황을 조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종업원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L.4133-2조).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거나 종업원위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위원은
군수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L.4133-3조). 관련 사항들은 노동안
전위원회에도 통지해야 한다(L.4133-4조).
4) 사내하도급 관련 권한
가) 확대위원회의 구성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
의 노동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
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4523-11조). 이때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는 원청 위원회의 종업원위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R.4514-7-1조).
나) 원청 및 하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원청의 위원회와 하청의 위원회는 공히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
행하는 하청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통지받을 권한이 있다(R.4514-1조).
－ 사전공동조사가 실시되는 날짜(이 통지는 적어도 조사가 실시되기 사
흘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정기적 조사와 회의 날짜(이 통지도 최소한 사흘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일체의 응급상황 및 중대한 사태

서면의 위험예방계획 작성이 의무로 부과되는 경우, 이 계획은 원청의
위원회와 하청의 위원회에 공히 제공되어야 한다(R.4514-2조).
원청기업의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곳에 다음의 내용을 게시한다(R.4514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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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위원회 및 하청위원회 위원들의 성명 및 근무처
－ 원청기업 노동의사의 성명
－ 원청기업의 양호실이 있는 곳
다) 원청기업 노동안전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종업원위원으로 하여금 사전공동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종업원위원은 예방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의견은 위험예방계획에 포함된다(R.4514-3조).
위원회는 두 명의 종업원위원의 이름으로 정기조사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R.4514-4조). 조사와 회의에 참여한 종업원위원은 예방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의견은 위험예방계획에 포함
된다(R.4514-6조).
위원회는 서로 다른 하청기업들의 작업과 설비 등의 간섭과 충돌로 위
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장소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R.4514-7조).
라) 하청기업 노동안전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종업원위원 두 명의 이름으로 사전공동조사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하청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조
사에 참여한 위원은 예방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하청사업
주는 이 의견을 위험예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R.4514-3조, R.4514-4조).
하청기업이 정기조사와 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된 경우, 위원회는 그
종업원위원으로 하여금 이 정기조사와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
사와 회의에 참여한 종업원위원은 예방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으며, 이 의견은 위험예방계획에 포함된다(R.4514-8조).
사전공동조사에 위원회의 특정 종업원위원이 조사팀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원회가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위
원이 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청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자유롭게 조사에 참여할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R.4514-9조). 작업 도중에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회의에 대해서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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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다(R.4514-10조).
나. 개별 근로자의 위험경고권 및 작업중지권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
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발
생했음을 확인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다(위험경고권).
또한 근로자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철수하기 위하여 하던 작업을 중지
할 권리가 있다(작업중지권). 사용자는 특히 보호 시스템의 결함으로부
터 비롯되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
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작업에 복귀할 것을 명할 수 없다(L.4131-1
조).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은 기계, 생산공정, 작업분위기(스트레스, 신체
적 공격, 언어적 공격, 괴롭힘 등), 알레르기,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안전
규범에 위배되는 작업장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영역을 아우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이유로 근
로자에게 임금 삭감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L.4131-3조).
작업중지권은 타인에게 새로운 위험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L.4132-1조). 사용자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L.4132-5조).
근로자는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나 제작과정이 공공위생이
나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의로 믿는 경우, 즉시 사용
자에게 이를 경고할 권리가 있다(L.4133-1조).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L.4133-1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L.41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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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내하도급에서 정부의 노동안전 감독
근로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은 노동관계법의 적용 일반을 감독
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행정관이다(L.8112-1조 이하).
가. 사업장 출입권 및 조사권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
이 있다. 가내근로자가 일을 하는 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주거와
병행하는 작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L.8113-1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나 제품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거할 수 있다(L.8113-3조). 노동관계법에서 작성 및 비치를 의
무화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L.8113-4조). 또한 차별,
남녀평등,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서
관련 문서 일체를 열람할 수 있다(L.8113-5조).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일체의
문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무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L.4711-1
조). 사용자는 노동안전, 노동의사 및 위험예방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이
명한 시정조치서를 보관해야 한다(L.4711-2조). 근로감독관은 이 문서들
도 열람할 수 있다(L.4711-3조). 이 문서들은 노동안전위원회, 노동의사
및 고충처리위원에게도 송부해야 한다(L.4711-4조).
나. 시정조치명령 및 조서작성권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 근로감독관은 조서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검찰과 군수에게 송부
한다(L.8113-7조).
다만,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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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L.4721-4조 이하). 다만, 위험
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L.4721-5조).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법규정의 준수 여부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또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감독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을 제거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L.4721-8조, L.4722-1조).
사용자는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
더라도 노동안전에 관한 일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L.4721-1조). 이 기간
이 지난 후에도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경
우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L.4721-2조).
다. 작업중지명령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
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 중지도 포
함된다(L.4731-1조).
한편, 노동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
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 기계 및 물질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
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L.4732-1조). 법
원의 가처분 결정은 근로계약의 종료나 정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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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는다(L.4732-3조).

5. 소 결
2015년 3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영전구 공장에서 수은집단중독 사건
이 발생했다.115) 형광등을 만드는 공장의 설비를 철거하는 작업에 투입
되었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이다. 원청업
체인 남영전구와 그 모기업인 송원그룹은 잔류수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근로자의 재해는 하청업체인 우리토건에서 책임질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하청업체인 우리토건은 원청이 잔류수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
아 수은이 있는 줄 몰랐으며, 알았더라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
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 법제를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프랑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
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
절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안전교육은 사용자가 직
접 채용하는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들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산
안법 제29조 제2항). 안전교육의 의무주체를 하청(수급인)으로만 한정하
고 원청은 지도와 지원만 담당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원청이 직접 책임
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15) 매일노동뉴스(2015. 10. 12), ｢후진국병 수은집단중독 15년만에 또다시 발생｣
및 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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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하청 사전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공조를 취해야 한다

프랑스 : 작업의 일부를 외부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
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
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
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
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 문제는 하청근로자들
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
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
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다.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프랑스 :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사업주 및 하청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
다.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산안법 제29조 제
2항).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
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
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안전보건노사협의체를 공
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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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6조의2). 안전 문제를 공사금액으로 제한할 아
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다. 하청의 자본이 열악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청이 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감 독

프랑스 :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
중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한 기계 및 물질의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 :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
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산안법 제51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51조 제6항).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조치명령이 지켜
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51조 제7항).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망하

122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
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산안법 제51조의2 제1항).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세세한 곳에서 약간의 개선책이 필
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제도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다. 법에서 규정된 제도들만 제대로 시행
된다면 남영전구 수은중독 같은 사건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있는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큰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들이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안전보장에
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책임 추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프랑스의 법제와 비교하면 상당히 뚜렷
하게 나타난다.
마. 원청의 민사책임

프랑스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4121-1조).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travailleur)’
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salarié)만이 아니라,
파견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
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한다(L.4111-5조).
그러므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적 위험예방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결과적 안전의무(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
이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책임이 발생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결과적 안전의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도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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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을 유지,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제5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인정하는 해석론
이 판례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곧 결과적 안전의무 개념이 도
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함을 고
려한다면 입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을 도입한 프랑스 대법원의 2002년 석면 사건 판결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결과적 안전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이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물질로 인해 근로자가 감염된 직업병과 관
련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근로자가 처해 있는 위험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결과적 안전의무 위반은 사회보장법
전에서 규정하는 변명할 수 없는 과실(노동재해보험에 더하여 추가로 사
용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과실)에 해당한다.”
우리 실정법의 규정 형식에 따라 구체적인 문장은 달라질 수 있겠지
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다. 즉,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결과적 안전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이 아니라 하청근로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산
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
자와 같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이 근로자는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하청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하청사업주만의 의무가 된다.
물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
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이 규정을 근거로 하청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사업주의 결과적 안전의무
를 인정하는 해석론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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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
담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구
절은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작업하는 하청근로자를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 지배권
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안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초래될 우
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청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명
과 안전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
어도 노동안전의 영역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라도 자신의 지배권 범위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프
랑스의 예에 준하여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파견
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원청사업주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 원청의 형사책임

하청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이 의무의 수규자가
원청사업주이므로 벌칙의 대상자도 원청사업주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근로자가 당한 사망 또는 상해 자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아니다. 우리나
라 형법학의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입법에서 특별히 법인의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인 차원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은
부정한다.116)
프랑스법에서는 법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형법전 제121-2조). 법
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형벌은 해산, 영업금지, 법정감독, 공장폐쇄, 공공
사업입찰금지, 주식거래금지, 수표발행금지, 몰수, 판결문의 게재 또는 배
포, 공적 지원 금지 등이 있다(형법전 제131-39조). 구체적으로 보면, 노
11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 국(2007),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48(3), p.60 이하 참조.

제3장 각국의 법제도 125

동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형법전 제221-6조) 또는 과실치상죄(형법전 제222-19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에게는 벌금 외
에도 영업금지 또는 5년 이하의 영업정지, 5년 이하의 법정감독, 몰수 및
판결문의 게재 또는 배포의 형이 선고된다(형법전 제221-7조, 제222-21조).
한편,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영구폐쇄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전
제221-7조, 제222-21조). 또한,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
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타인을 즉각적인 사망의 위험 또는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상해의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행위도 범죄
를 구성하는데(형법전 제223-1조), 이 죄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에게도 과실치사상죄의 경우와 같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형법전
제223-2조).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 위
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에게 벌금 외
에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117) 자연인이 타
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징역이라는 자유형이 부과되는 것
처럼, 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도 벌금 외에 자유형
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인용한 프랑스 형법전의 형벌(영업금지,
입찰금지, 주식거래금지 등)은 법인에게 부과하는 자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7) 조 국(2007), 위의 글에서도 법인의 형사책임은 법인의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면서, 프랑스나 미국의 예와 같이 법인 처벌을 위하여
효과적인 다양한 형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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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국의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가. 산업재해 현황

영국은 유럽연합의 안전․보건 관련 입법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이고, 산재발생 현황의 중요한 표지인 사망만인율 또한 매우 낮
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통계118)
에 의하면 2013년/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노무제공자(worker)119) 10
만 명당 사고사망자의 비율은 0.44%인데 그중 근로자의 비율은 0.35%이
고,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은 0.96%로서 1인 자영업자의 사고사망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위 3개 산업
은 건설업, 농업,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이다. 특히, 건설업에서 노무제공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의 비율은 2.0%로서 전체 사고사망자 비율과 비교
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재해의 유형도 <표 3-1>에서 보는 것
처럼 건설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추락, 끼임 등 소위 재래식 재해가
많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1974년 ｢산업안
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과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이 있다.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은 2007년의 명령을 개정한 것으로 건설
118) HSE, Health and Safety Statistics－Annual Report for Great Britain,
2013/2014, 2015.
119) 여기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를 포함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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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건설업 사망재해 유형120)
재해 유형

재해자수(명)

비율(%)

고공에서 추락

19

45

기계와의 접촉

3

7

물건과의 충돌

3

7

자동차 등과 충돌

3

7

감전

3

7

기타의 충돌

1

2

미끄러짐

1

2

붕괴에 의한 갇힘

1

2

관여자들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더욱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1999년 산업안전보건경영명령(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과 1992년 사업장(안전보건 및 후생
시설) 명령(The Workplace(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사내하도급에서 사고사망의 문제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은 한국과 달리 사고사망이 건설업에 집중하여 나
타나고 있다.121)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의 사고예방 및 사고 후 조치에 관
한 관심도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내
하도급의 안전보건정책과 집행의 상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영국의 건설업에 대한 안전보건정책과 집행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법령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개괄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20) HSE, Health and Safety in construction in Great Britain 2014, 2015, p.8.
121) 영국은 1990년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사고사망사고가 건설업을 밑돌면서 건설
업과 더불어 사망률이 계속 감소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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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 법령의 체계
1) 법령의 기본적 체계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중핵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다. 의회의 로벤스(Robens)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입법된 이 법률에서는
모든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제시한다. 이 법률은 그
이전에 안전․보건 분야의 일부를 규율하였던 1961년 ｢공장법｣과 1963
년 ｢사무실, 점포 및 철도 시설법｣의 내용을 대부분 대체한다. 이 법률의
주된 특징은 현재의 안전보건법령이 갖는 일반적 특징인 사업과정을 지
휘․감독하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역할과 의무를 일찍부터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법률의 하위 입법인 명령122) 수준의 입법은 ‘six pack’으로 불리는
1992년 6개의 명령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명령들은 유럽연합
의 입법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경영명령(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 안전보건(디스플레이 스크린)명령(Health and Safety(Display Screen
Equipment) Regulations)
－ 육체적 운반작업 명령(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 개인보호장구 명령(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복지에 관한 명령(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 기계 공급 시 안전에 관한 명령(Supply of Machinery(Safety) Regulations)

그 외에도 주요 산업안전․보건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22)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비교될 수 있으나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시행령도
의회에서 제정한다. 이에 따라 명령을 통하여 상위 규범인 법률의 내용을 개정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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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작업 시 전기에 관한 명령(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 1998년 작업공구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명령(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 1998년 가스안전(설치 및 사용)에 관한 명령(Gas Safety (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 1992년 명령을 전면 개정한 1999년 안전보건경영명령(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 2002년 보건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명령(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규칙은 거의 없는데 20015년 규제개혁(화재
안전) 명령(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정도가 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작성하는 행위준칙(Approved Code of Practice, ACOPs)이 있는데 행위준칙은 안전․보건에 관한 모범사례를 제시
하고,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제시한다. 행위준칙 자체가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지만(1974년 ｢산업안전보
건법｣ 제17조도 이(행위준칙)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민형
사상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준칙을 준수하
지 않은 사실은 행정사건 혹은 민사사건에서 피고 혹은 형사사건에서 피
고인이 행위준칙에 규정하지 않은 대체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형사상 고의 혹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123)
2) 건설 하도급의 규율

앞서 언급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법령 자체가 특정 산업부문이나 특
정 시설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였거나 적용제외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123) 산업안전보건청이 제정하는 각종 가이드라인(Guidance)은 크게 Chemical Safety
(CS), Environmental Hygiene(EH), General Series(GS), Medical Series(MS),
Plant or Machinery(PM)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청이 발행
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출판물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Health and Safety
(Guidance) Series(HS(G)), Health and Safety(Regulations) Series(HS(R)),
Legal Series(L)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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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이 된다. 한편, 사내
하도급 일반을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한 특별한 안전보건입법은
없으나 하도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사례가 빈발하면
서 발주자, 원청과 하청 사업주, 1인 자영업자 등 건설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 주체에 대하여 규율하는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명령은 2007년 같은 이름의 명령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그 외에 건설
업 관련 명령으로 중요한 것은 2005년 고공작업 명령(Work at Height
Regulations)과 1996년 건설(안전, 보건 및 후생시설) 명령(The Construction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이 있었으나 후자
는 위 2007년 명령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건설하도급의 규율체계의 주
된 내용은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이 담고 있다.
3) 기업과실치사법

건설업 등에서 빈발하는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
임을 추궁하자는 국내의 논의 중에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입법 경위에 관하여 간
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2007년 7월경 사망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
기 위하여 기업과실치사죄를 도입하는 입법을 하였다. ｢기업과실치사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률은 보통법(common law)에서 인정되던 중과실치사죄
(offence of 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
다.124) 보통법의 중과실치사죄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동일성의 원리(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이사 등 고
위책임자(directing mind)의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법인의 책임도 긍정될

124)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의 입법취지와 입
법과정에 대해서는 Miriam Peck/Brenda Brevitt(2006),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Bill (Research Paper 06/466 October
2006), House of Commons Library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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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과실치사사건에서 직접 행위자가 아닌 법
인의 고위책임자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결국 잇따
르는 대형 철도 사고 및 여객선 사고에서 법인은 면책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통법의 법리를 대체하는 제정법의 입법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1994년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2007년 의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법인 처벌이 되지 아
니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입법된 것이 아니라125) ‘중과실로 일어난
사망사고’라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다지 적극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는 아니하다.126)

2. 사내하도급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가. 사업주 의무의 규율체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노무제
공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를 중심으
로 도급인이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입
법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의 근로자
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보건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
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
은 위 일반적 의무 규정 중 하나인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의 입법형식과

125) 뒤에서 살펴보듯이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법인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126) 이에 관한 가장 최근의 소개로는 심재진(2015),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노동정책연구 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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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다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명령(regulations)
수준에서 도급인의 의무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모법인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제2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중 가장 자
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2조는 크게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안전보건정책의 서면공시의무, 안전대표자 선임과 사업주의 협의의무 등
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2조(1)와 제2조(2)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127)
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127) General duties of employers to their employees.
Section 2. (1)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at work of all his
employees.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an employer’s duty under the
preceding subsection, the matters to which that duty extends include
in particular
(A) the provision and maintenance of plant and systems of work that
a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safe and without risks to
health;
(B) arrangements for ensuring,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safety and absence of risks to health in connection with the use,
handling, storage and transport of articles and substances;
(C) the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instruc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as is necessary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his employees;
(D)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as regards any place of work
under the employer’s control, the maintenance of it in a condition
that is safe and without risks to health and the provision and
maintenance of means of access to and egress from it that are
safe and without such risks;
(E) the provision and maintenance of a working environment for his
employees that is,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safe,
without risks to health, and adequate as regards facilities and
arrangements for their welfare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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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1) 모든 사업주는 합리적으로 실행하는 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신의 근
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2) 본조(1)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
업주의 의무는 다음의 특정한 사항에도 확장된다.
(A)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고 보건에 위험이 없는 플랜트와 작업
체계의 제공 및 유지
(B)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물질의 사용, 작업, 저장, 운반 등과 관련하
여 안전하고 보건에 위험이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
(C)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신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
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 지시, 훈련, 감독 등의 제공
(D)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서 일을 행하는 작업장
에 관하여 안전하고 보건에 위험이 없는 작업장 조건의 유지 및 작업장
출입에 안전하고 보건에 위험이 없는 방법의 제공과 유지
(E)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하고 보건에 위
험이 없는 작업환경과 노무제공에 있어 적절한 후생시설과 제도의 제공
및 유지

다.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제3조)
1) 제3조의 규정

먼저, 제3조128)의 규정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28) Section 3 General duties of employers and self-employed to persons other
than their employees.
(1)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conduct his undertaking in
such a way as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at
persons not in his employment who may be affected thereby are not
thereby exposed to risks to their health or safety.
(2)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self-employed person to conduct his
undertaking in such a way as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at he and other persons (not being his employees) who
may be affected thereby are not thereby exposed to risks to their
health or safety.
(3) In such cases as may be prescribed,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and every self-employed person,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and in the prescribed manner, to give to person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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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
(1)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안전
과 보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1인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실행 가
능한 한, 자신과 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
닌 자의 안전과 보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는 규정된 상
황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사업 수행이 그들의 안전과 보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129)

2) 제3조의 해석130)
가) 적용 범위

제3조는 제2조와 함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규정한
중요 규정이다. 제4조가 사업주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지배․관리하
고 있는 자의 일반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제3조는 제2조와 함께 사
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규정한다. 또, 제2조는 사업
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규정
하고 있는 전형적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제3조는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즉,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을 규정한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고 나아가 일
반 공중에 대한 안전․보건상 위험도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다.131) 이에
being his employees) who may be affected by the way in which he
conducts his undertaking the prescribed information about such
aspects of the way in which he conducts his undertaking as might
affect their health or safety.
129) 본 해석문은 전형배(2011), ｢원․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노동법논총(제23집), p.391 참조.
130) 제3조의 해석론은 전형배(2011), ｢원․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
임｣, 노동법논총(제23집), p.391 이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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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업장에서 나오는 흄에 의해서 안전․보건상 위험에 노출된 행인
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132) 판례는 제3조의 적용
범위를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위법한 시설
관리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영장 풀에서
생긴 회원의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133)
나) 주의의무의 내용

제3조를 적용하려면 위험(risk)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면 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해(harm)가 생겼는지를 증명
할 필요는 없다.134) 따라서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위반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방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
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35)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혹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이 가능
하다.
판례는 제3조의 의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
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항만회사는 입항하는 선박에 인화성 물질이 존
재하는지를 살펴서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장에게 동일
의무가 병존한다고 할지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항만회사가 직접 책임
을 부담한다.136) 비슷한 취지로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이 수영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131) R v Lightwater Valley [1990] 12 Cr App Rep (S) 328.
132) Sterling-Winthrop Group Ltd v Allan [1987] SCCR 25.
133) Hampstead Heath Winter Swimming Club v London Corp [2005] EWHC
713 (Admin).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고발생 장소가 회원들에게 개
방된 장소가 아니고 안전요원 없이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한 수영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
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134) R v Borad of Trustees of the Science Museum [199] 3 All ER 853, CA.
135) Michael Ford/Jonathan Clarke(2010), Redgrave’s Health and Safety(7th ed),
LexisNexis, p.66.
136) R v Mersey Docks and Harbour Co [1995] 16 Cr App Rep (S) 806,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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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별개로 안전상 위험
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137)
법원은 도급인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 사업주의 업무수
행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도급인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회사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
(Associated Octel Co. Ltd)은 탱크 내부의 청소를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수급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중상해를
입었다. 청소 당시 원도급업체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은 해당 업무의 각
절차에 대해서 사전승인제도를 이용하여 감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청
소장비도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이 제공하고 있었다. 귀족원(House of
Lords)은 수급인 업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도급인 사업주가 사
업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상 위험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서 자사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도급인 사업주는 이에 대
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138) 또한, 도급관계에서 발생
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사업주의 설비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 또한
제3조를 적용한다. 판례는 마트의 청소를 담당하는 하도급 사업체인 청
소업체의 기계를 당 업체의 허락하에 마트의 근로자가 사용하려다 손상
된 전선 때문에 감전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하도급 사
업체인 청소업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139)
제3조는 상당히 엄격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예를 들자면
R v British Steel plc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법인 사업주 역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통법의 원리인 ‘동일성이론(identification doctrine)’을 주장하여 형사면책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 업무수행성

제3조를 적용하려면 발생한 위험이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
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수행’이란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일부 행위도
137) R v Upper Bay Ltd [2010] EWCA Crim 495.
138) R v Associated Octel Co. Ltd [2006] 1 W.L.R. 1543, HL.
139) R v Mara [1996] 1 W.L.R. 87,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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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장소가 폐문을 하고 있는 때에
도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본다. 귀족원은 어소시에이티드 옥텔 사건에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즉, 탱크가
도급인 사업주의 플랜트의 일부이고, 작업계획이 도급인 사업주에 의하
여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근로자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도
록 편입되어 있으면서 원도급인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설비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진행에 대하여 원도급인 사업주의 지시를 받
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도급인 사업주가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유무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가
중요 판단요소라는 분석이 있다.140)
라. 사업장 관리자로서의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제4조)
1) 제4조의 규정

먼저, 제4조(Section 4)의 규정141)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40) Michael Ford/Jonathan Clarke(2010), Redgrave’s Health and Safety(7th ed),
LexisNexis, p.67.
141) Section 4 General duties of persons concerned with premises to persons
other than their employees.
(1) This section has effect for imposing on persons duties in relation to
those who—
(a) are not their employees; but
(b) use non-domestic premises made available to them as a place of
work or as a place where they may use plant or substances
provided for their use there,
and applies to premises so made available and other non-domestic
premises used in connection with them.
(2) It shall be the duty of each person who has, to any extent, control of
premises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or of the means of access
thereto or egress therefrom or of any plant or substance in such
premises to take such measures as it is reasonable for a person in his
position to take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at the
premises, all means of access thereto or egress therefrom available for
use by persons using the premises, and any plant or substance in the
premises or, as the case may be, provided for use there, is or ar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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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장 관리자의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관한 일반적 의무
(1) 본 조는 다음의 자에 대한 의무부담을 규정한다.
(a) 직접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
(b) 자신의 비사적 공간을 작업장으로 제공하거나 설비나 물질의 사용
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자 및 그러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타의 비사적 공간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자, 위 사업장의 출입수단을
지배․관리하는 자, 위 사업장에 있는 시설 및 물질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합
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 사업장, 위 사업장을 사용하는 자들의 사업장
출입수단 및 사업장 내 설비와 물질, 설비와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
장을 제공하는 행위가 안전하고 보건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 본 조(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
는 자는 본 조(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의 의무가 미치는 사항에 대하
여 지배․관리하는 자로 간주한다.
(a) 본 조가 적용되는 사업장, 사업장에 대한 출입수단의 유지․보수의
무
(b) 위 사업장에 위치한 설비 또는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보건상 위험의
제거 및 안전보호의무
(4) 본 조에서 사업장이나 관련 문제에 관하여 지배․관리하는 자란 사업장
혹은 그가 수행하는 거래, 영업, 사업(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과 관련

and without risks to health.
(3) Where a person has, by virtue of any contract or tenancy, an
obligation of any extent in relation to—
(a) the maintenance or repair of any premises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or any means of access thereto or egress therefrom; or
(b) the safety of or the absence of risks to health arising from plant
or substances in any such premises;
that person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above, as being a person who has control of the matters to which
his obligation extends.
(4) Any reference in this section to a person having control of any
premises or matter is a reference to a person having control of the
premises or matter in connection with the carrying on by him of a
trade, business or other undertaking(whether for profi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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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행되는 문제에 관하여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142)

2) 제4조의 해석
가) 적용대상 사업장

제4조는 비사적(非私的) 장소(non-domestic premises)의 경우 그 장
소에 대하여 지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그 장소를 작업장으로 사
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규제
의 초점이 대인적 사항이 아니고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일반
적인 안전․보건상 위험의 제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보다 포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요구한다.143) 따라서 제4조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
주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장소인지가 적용상 중요 쟁점이다.
비사적 장소의 범위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1)의 반대해석
을 통해서 정해진다. 위 규정은 사적 장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적 장소(domestic premises)란 사적 거주를 위하여 점유하는
장소(정원, 마당, 창고, 부속건물, 기타 건물의 부속물로서 복수의 거주자
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포함)를 의미한다. 한편 같은 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소(premises)란 탈것, 선박, 항공기, 호버크라프
트(hovercraft)와 토지에 설치된 설비, 해상에 설치된 설비 및 기타의 설
비, 텐트,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다. 또, 설비(plant)란 기계류, 장비, 작
업도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물질(substance)이란 천연 물질, 미세유기
물을 포함하는 인공 물질로서 그 성상이 고체, 액체 혹은 가스나 증기인
것도 포함한다.
비사적 장소의 의미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는 셀렉트 매니지먼트 사건
(Westminster City Council v Select Management Ltd)144)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42) 본 해석문은 전형배(2011), ｢원․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노동법논총(제23집), p.398 참조.
143) 이에 따라 유료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따라서 동 조항을 근거로 발령한
개선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다(Moualem v Carlisle City Council).
144) [1985] 1 All ER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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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매니지먼트(Select Management Ltd)는 아파트 관리업체였는데
웨스트민스터 시티 카운슬로부터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두 개의 승강기와 전기설비의 보수를 명하는 개선처분(improvement
notice)을 받았다. 이에 대해 셀렉트 매니지먼트는 위 공간 혹은 설비는
제4조가 규정하는 비사적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개선처분에 관하여
노동심판소(industrial tribunal)145)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노동심판소는 승강기와 전기설비의 주된 목적이 사적 사용이기 때문에 법
률이 규정한 비사적 공간이 아니고, 위 개선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
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앞서 이루어진 노동심판소의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률이 규정하는 비사
적 공간은 사인(私人)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공간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복수의 점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와 전기설비
는 제4조(1)이 규정하는 비사적 공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승강
기나 전기설비의 하자에 대해서 개선처분을 명한 웨스트민스터 시티 카운
슬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비사적 공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나) 수범자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제3조는 1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복수의 사업주를 전제하고 안전․보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46) 이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경합하여 부담할 수 있다.
대표적인 판례로 오스틴로버그룹 사건(Austin Rover Group Ltd. v Her
Majesty’s Inspector of Factories)147)이 많이 언급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45) 지금의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의 전신이다.
146) Michael Ford/Jonathan Clarke(2010), Redgrave’s Health and Safety(7th ed),
LexisNexis, p.69.
147) [1990] ICR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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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로버그룹(Austin Rover Group Ltd)는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제
조사로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름통의 청소를 복수의 업체에
게 하도급 주었다.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
사업주가 지급해준 시너와 안전램프를 사용하고 여러 청소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수급인 사업주의 지
시를 무시하고 작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현장에서 일하
던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1명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감독관
(inspector)은 도급인 사업주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
하자 항소심과 상고심도 무죄를 선고․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도급인 사
업주가 사망사고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급인 사업주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긍정하지는 않았으나 제4조가 제2조 또는 제3조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수급인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
인 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마. 법인사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1)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수단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하여지는 형사적 수단
의 주된 대상은 사업주이다(제33조).148) 벌금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주의 이행사항인 산
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선고하게 된다. 우리나라 ｢산
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사항을 위반한 근로자(법문에서 ‘행위자’)의 처
벌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을 바탕으로 법인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148) 규정의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33조 벌칙규정
(1) 다음의 사항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제2조부터 제7조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B) 제8조부터 제9조의 위반한 행위
(C) 안전보건명령(regulations), 농업안전보건명령 또는 해당 명령에 의하
여 부과된 금지 혹은 요구사항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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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규정과 ｢산
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입법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명령을 위반
한 때에는 바로 사업주를 수범자로 보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제3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약식기소(Summary)
가 되면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식기소(Indictment)가 되
면 상한에 제한이 없는 벌금형이 적용되어 판사가 정하는 벌금형에 처하
게 된다.149)150) 제4조를 위반한 사업주도 제3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151)
한편, 제4조는 사업주의 책임을 두 가지 형태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하나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의 형사처벌 수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
면 매우 높은 편이데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타포드셔의 동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장에 설
치된 음식물 처리시설 안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1년 11월 5일 갑자기
주입된 증기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사전교육 및 처
리시설 출입관리에 대하여 제3조(1)의 위반이 있다고 보아 660,000파운
드152)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153) 요크셔의 학교지붕 단장공사를 하던
중 벽돌을 옮기던 근로자가 2011년 9월 16일 화장실로 연결된 지붕 위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제3조(1) 위반을 인정하여
149) 제33조(1)(a).
150) 약식기소가 된 때에는 Magistrates’ Court에서 즉결심판 형태의 재판을 받으며,
사안이 중한 때에는 Crown Court에서 정식재판을 받는다. 1974년 ｢산업안전보
건법｣ 제2조부터 제7조 위반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 재판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결심판에 관하여 불복할 때에는 Crown Court에 항소를
하며 이후 Court of Appeal에 상고할 수 있다. 정식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
는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1심 법원 판결의 법리오인에 대해
서는 High Court에 항소를 할 수 있다. Court of Appel과 High Court의 판결
에 대한 불복은 모두 Supreme Court에 대하여 한다(Jeremy Stranks(2005),
Health and Safety law(5th ed), Pearson/Prentice Hall, pp.8～12).
151) 제33조(1)(a).
152) 약 12억 2천만 원이다(1파운드＝1,860원).
153) http://press.hse.gov.uk 보도자료 참조(2015. 6. 3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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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서는 80,000파운드의 벌금을, 현장을 감독하였던 이사(director)
에 대해서는 7,00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154) 상해사건을 예로
들면, 스타포트 자치구가 관리하던 극장에서 천정에 무대 커튼과 프로젝
터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014년 7월 16일 추락하여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위험성 평가의무를
규정한 명령 위반155) 등을 이유로 스타포트 자치시에 20,000파운드의 벌
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156)
2) 경영진에 대한 형사적 수단

경영진에 대한 형사적 수단은 실무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이루어진
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 양벌규정157)도 사업주인 법인 처
벌을 전제로 하고, 이에 이사 등 관리자가 일정한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
그들을 처벌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산업
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주로 근로자)를 먼저 처벌하고,
그 사고에 대한 감독상의 의무위반을 확인할 수 있으면 법인을 처벌하는
형태(제71조)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진 이외에도 제7조,158) 제8조, 제36조159)
154)
155)
156)
157)

http://press.hse.gov.uk 보도자료 참조(2015. 7. 17 방문).
1999년 안전보건경영명령 제3조(1)(a).
http://press.hse.gov.uk 보도자료 참조(2015. 6. 26 방문).
제37조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1)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제정법 위반의 형사범죄가 법인의 이사, 매니저,
세크리터리, 또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 방조 또는 그러한 자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도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
하고, 형사재판절차에 기소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2) 법인의 행위가 그 사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가 법인의 이사와 같은
자격에서 경영진의 역할과 관련하여 행동하였거나 의무불이행을 한 때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158)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와 사용자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근로자에게 적
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반드시 먼저 검토한 후 근
로자 개인을 기소하는 것이 공익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이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모두 취하였는가, ㉡ 위반행위
가 개인의 작위 혹은 부작위만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 일반적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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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개인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산업
안전보건청 업무처리 회람(HSE Operational Circular 130/8(OC 130/8))이
다.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상당한(substantial) 위반행
위가 있을 때 이뤄진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 사항을 의도적으로 혹
은 무모한 부주의로 위반하였거나 제3자의 안전 혹은 보건에 심각한 위
해를 끼치는 고의적인 행위나 부작위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기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의하여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
문에 기업의 위반행위에는 통상 개인의 위반행위가 따른다고 본다. 하지
만 실무에서 항상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는 않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가 이사 혹은 관리자에 대한 형사책
임을 추궁하는 이유는 이들이 부담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이다. 따
라서 이들에 대한 기소는 제3자의 입장(특히,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이사
혹은 관리자의 입장이 중시된다)에서 법률적으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실질적인 판단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제37조를 근거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기소가 공익의 관점에 부합하여야 한다.
㉠ 문제가 되는 사항이 이사/관리자의 효과적인 지배 아래 있는 사항인
가(이사/관리자의 의무, 책임, 기능의 범주 내에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가), ㉡ 위반을 둘러싼, 위반에 이르게 된
상황을 이사/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가, ㉢ 위반을 예방하
자가 사용자가 정한 업무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어떤 형태로든 근로자에게 사
전에 경고가 있었는가, ㉤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명백한가, ㉥ 근로자의 행위에
의하여 산업 및 보건 사항에 위험이 발생하였는가, ㉦ 제3자가 보았을 때 근로
자에 대한 기소가 공정(fair)하고 적절하며 정당(warrant)한가.
159) 제8조와 제36조는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야기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정한 수범자가 아닌 자,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구성원(member)도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이사
/관리자에게 위 조항을 적용하기도 한다. 공익에 관한 내용에 대해선 다른 조항
을 적용할 때와 비슷한 원칙과 고려사항들이 제8조와 제36조의 해석과 집행에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 위반행위에 의
하여 야기된 위험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여한 행위자의 역할, 회복조치의 적절
성, 수범자가 부담하는 고의 혹은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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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이사/감사가 취하는 데 실패했는가, ㉣ 이사/관리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전에 조언 혹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개인에 대한 조언 등이 아니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같은 조치가 취하여
진 경우도 해당한다. 이런 인지에 대한 입증은 기소를 하는 측이 부담한
다), ㉤ 이사/관리자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가(예를 들어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지시, 금지 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하거나 위반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가),
㉥ 제3자가 보았을 때 기소가 공정하고 적절하며 정당한가, ㉦ 개인이 인
식을 하면서 기업의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았는데도 기업의 상업적 이익
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안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가.
제37조의 책임은 기업이 해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한
다. 개업 해산의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서 만일 해산이 형사책임을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여전히 형사책임을 부
담시키는 것이 실무이다.160)
바. 건설 하도급과 강화된 의무
1) 영국 건설업과 규율 시스템

영국에서 건설업 종사자는 약 293만 명으로 추산된다.161) 영국에서 건
설업은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 동시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건설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
업 자체의 속성이 위험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건설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참여 기업과 근로자수가 증가하면서, 산업에
내재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영국은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산업안전
관련 법령 외에도, 별도로 건설업의 산업안전만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입법내용은 2005년 고공작업명령(Work at Height
160) Richard Matthews/James Ageros(2007), Health and Safety Enforcement(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p.23.
161) BIS(2013), UK Construction, July,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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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2005)과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이 있었다.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은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
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
가 크게 담겨 있었다.162)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의 일반적 의무내용 이외에도 건설업에 대하여 구체화된 추가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15년 개정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영국 산업안
전보건청이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를 벌이고 있는 2015년 개정된 건설(설
계 및 경영) 명령을 중심으로 건설업 하도급의 안전보건 체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2)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는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여하
는 자들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
자(designer)와 도급인(contractor)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설계자
나 도급인은 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설계나 도급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자도 그러한 지식 등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명령에서 의무부담자로 규정된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부담한다. 타인의 지휘․감독 아
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휘․감독
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명령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교육과 훈련이 실행 가능한 한 이해 가능하
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누계투입인력이 500인163)을 초
162) 입법 초기에는 법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
렵고, 영국식 건설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Richard Matthews/James
Ageros(2007), Health and Safety Enforcement(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p.380).
163) 예를 들어 50인이 10일간 투입된 공사는 누계투입인력이 500인인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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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에 신고(notify) 해야 하는 신고의무
공사(notifiable project)가 된다. 신고사항은 명령 부칙 1에 규정되어 있
다. 아울러 신고사항은 공사관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포괄적인 형태로
사업장에 공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
의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사 참여자의 뜻과 관계를 파
악해야 한다.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 관여자는 앞서 언급한 설계자,
도급인 이외에 발주자(client), 노무제공자(workers) 및 대표 설계자
(principal designer), 대표 도급인(principal contractor) 등이 있다. 발주
자란 공사의 시행을 기획하고 이를 설계하고 건설을 하도록 하는 주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주자의 책임을 크게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과 달리 영국 건설관련 산업안전보건명령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발주자는 설계자와 도급인을 선임하게 된다. 대표 설계자, 대표
도급인은 설계자나 도급인이 복수일 때 선임되는 건설공사 관여자이다.
노무제공자는 도급인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연인이다.
3) 각 수범자의 의무 내용
가) 발주자의 의무164)

건설공사를 최초로 기획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발주자는 무엇보
다 적절한 시간과 자원의 배분을 포함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65) 여기에는 공사의 영향을 받는 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
에서 공사를 시행되도록 할 의무, 명령의 부칙 2에서 규정한 보건과 위생
에 관련한 시설을 설치․유지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발주자의 위와 같
은 조치들은 공사 시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또한 설

164) 2015년 명령은 발주자 중 자가주택 등의 건설을 발주한 자(domestic client)의
의무를 설계자나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165)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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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와 도급인에게 공사 시행 전부터 공사와 관련한 사전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도
록 하여야 하고, 대표 설계자로 하여금 이 명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파
일을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안전감독이 이뤄질 경우 제공
될 수 있도록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대표 설계자와 대표 도급인의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담한다. 사업이전 등으
로 종전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파일 등을
발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복수인 때에는
규정에 따라 특정 발주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협력의무와 관련
해서는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나) 설계자의 의무166)

하나의 공사에 매우 많은 설계자들이 관여할 수 있다. 설계자란 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자, 공사 각 부분(조경, 내부 인테리어 등)의 형태와 기
능에 대한 기획 및 설계, 시공을 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이들 공사관여자들 각각이 이행해야만
하는 주요 의무는 자신이 맡은 설계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다
른 공사관여자들에게 알려주고, 공사관여자들 각각이 자신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대표 설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사전공사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실행,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다. 특히,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
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위와 같은 안전보건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표 설계자는 공사를 시행
하거나 구조물을 유지 및 청소하거나 작업장으로 구조물을 사용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 및 관리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사전공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사전공사 정보가 각 설계자 및 도급인에게 즉시 그리고 편
리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6)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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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급인의 의무167)

도급인은 발주자의 의무에 대응하여 발주자가 그의 의무내용을 인지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인은 자
신 혹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노무제공자의 공사
가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사업장
에 복수의 도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 도급인의 지시 및 공사 단계별 안
전보건계획의 기재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1인 공사의 경우
에는 특히,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1인인 때에도 그 도급인은 공사 단계
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해당 공사에 필
요한 적절한 기술, 지식,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인의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안
전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지시, 감독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위험성 평가에 의하여 확
인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위험 정보, 다른 도급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
험으로서 해당 도급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위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명령의 부칙 2에서 규정한 보건과 위생에 관련한 시설이 설
치․유지되는지 보장할 의무도 있다.
한편, 대표 도급인은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한다. 아울러 위 계획은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또 안전보건파일의 작성 주체인 대표 설계자에게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안전보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기간 만
료 전에 대표 설계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표 도급인이 안전보건파
일을 유지, 관리할 주체가 된다. 공사가 최종 완료되면 안전보건파일은
발주자에게 전달된다. 대표 도급인은 여러 도급인 간에 협력체제를 유지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권한 없는 자의 사업장 진입을 막거나, 사고 발
생 시 응급조치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할 의무
를 부담한다. 대표 도급인은 노무제공자들과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의
167)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12조부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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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무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들과 관련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시기
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 노무제공자 및 그 대리인들이 대표 도급인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공개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공개가 노무 제공에 있어 안전보건
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표 도급인의 사업에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사
항, 재판절차에서 소제기, 기소, 방어 등의 목적으로 대표 도급인이 보관
하고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4) 명령 위반의 책임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1974년 ｢산
업안전보건법｣ 제33조(1)(c)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약식기소
(Summary)가 된 경우에는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정식기
소(Indictment)가 된 경우에는 상한에 제한이 없는 벌금 선고형 중 판사
가 정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참여
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에 의하여 규
율된다. 한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
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4)와 제2조(7)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명령수준에서 규정된다. 사용자가 승인한 노동조합이 안전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는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s Regulations)에 의하여 규율된
다.168) 이와 달리 근로자가 노조 조합원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
로부터 승인되지 못했거나 승인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안전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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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996년 제정된 안전보건(근로자협의) 명령
(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에 따
라서 규율된다. 이 명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승인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전대표자(safety representatives)가, 노동조합이 승인되었을지라도 안
전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선임한 근로자안전대표
자(representatives of employee safety)로 하여금 안전보건활동을 담당
하게 한다.
나. 안전대표자와 안전보건위원회
1) 안전대표자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
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안전대표자는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안전대표자는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계
속근로를 한 자여야 한다.169) 안전대표자의 수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
나 관련 행위준칙은 고용된 근로자수, 작업의 다양성, 사업자의 크기 및
사업장 위치의 다양성, 교대제의 형태, 작업의 종류, 작업이 갖는 위험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70)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안전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171) 그 외에도 안전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
지고 있다. ㉠ 사업장 내 유해성 및 위험사고의 조사와 사고 원인 조사,
㉡ 근로자가 제기한 안전보건상 문제에 관한 조사, ㉢ 앞의 ㉠과 ㉡의 사

168)
169)
170)
171)

그 외 1999년 안전보건경영명령 등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 제3조.
HSE, Approved Code of Practice and guidance(L146), 2014, Para 13.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4), 제2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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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할 권한, ㉣ 사업장의 일반적인 안전, 보건, 위생시
설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할 권한, ㉤ 일정한 경우 사업장을 감독할
권한,172) ㉥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안전감독관과
협의할 권한, ㉦ 산업안전감독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권한, 안전위원
회에 참석할 권한 등이다.173) 그 외에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안전대표자
와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의 작업장 내 도입, ㉡ 안전
보건 혹은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보조하는 자의 선임,
㉢ 제정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
제정법에 의하여 안전대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과 구
성, ㉤ 신기술 도입에 따라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에 미친 영향 등이다.174)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대표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대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안전대표자는 사업주에게 합리
적인 통보를 하고 사업장 혹은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에 관한 문
서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175)
2) 안전위원회

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7)인
데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요구하는 때에
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필요적 상설기구가 아

172) 안전대표자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감독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합리적인 통지를
하고 사업장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차 감
독 이후 사업장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1차 감독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
도 재차 사업장 감독을 할 수 있다(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 제5
조). 아울러 사업장에 중대 사고나 사건 혹은 질병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안전
대표자의 감독이 안전하며 감독이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별도의 사업장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 제6조).
173)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 제4조.
174)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 제4A조.
175)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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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복수의 안전대표자가 선임된 사업장에게 안전대표자의 요구에 의하
여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위원회는 설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노사
합의로 정하여지는데 다만,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안전위원회는 안전대표자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양
자는 서로의 임면 혹은 설치와 해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전위
원회의 기능도 노사의 합의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의 조사, 사
업주의 안전관련 보고서의 검사, 근로자 휴무 원인 검토, 산업안전감독관
이 작성한 보고서의 검토,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감독 등이다.
한편, 안전위원회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사문제와 관련한 다른
위원회와 독립한 조직으로서 기존의 위원회에 해당 기능을 덧붙일 수 없
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가 된다.
다. 관련 분쟁과 해결

사업주는 안전대표자의 활동에 대하여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를 제
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관련 분쟁은 주로 안전대표자가 주장하
는 활동이 유급의 타임오프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해석하면서 발
생한다. 사례176)로는 안전대표자가 노동조합이 마련한 안전보건 프로그
램에 참여할 때 사용자가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1심 고용심판소는 참석의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유급 타임오프를 허용할 의무가 없다
고 본 반면, 고용항소심판소는 허용기준을 필요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라
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177) 여기서 합리성 기준이
란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 해당
176) 이하의 2개 사례는 모두 TUC(2008), 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s, p.16 이하 참조.
177) Rama v South West Train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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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교육의 연관성, 안전대표자 업무 수행에 도
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한다.178)

4. 사내하도급에서 국가의 감독179)
가. 행정감독의 체계
1) 산업안전보건청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의 중추적 행정기관
이다. 종전에는 정책을 수립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위원회의 정책을
수행하는 주된 실행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현재
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부 조직도 기획이사
회(the board)와 그 아래 실행이사회(management board)로 나누어져
있다. 기획이사회는 청장을 제외하고 10인으로 구성되나 그중 상임이사
는 1인뿐이다. 실행이사회의 대표자 1인을 제외하고 안전․보건행정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8인의 실행이사들은 1인의 사무총장을 제외하
고 7인이 각각 담당 분야를 정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201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는 약 3,000명 정
도 된다.
산업안전보건청 아래에 안전보건연구원((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이 있는데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청과 각종 공적 부문 및 사
적 부문의 기관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연구원은
벅스턴(Buxton)에 위치해 있으며, 약 3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전문건강관리사, 기술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리서치와 개발, 사고원인
과학수사, 환경/생물 모니터링을 한다.180) 산업안전보건청의 가장 큰 조
178) Duthie v Bath and North East Somerset Council [2003].
179) 이 부분은 전형배(2010), ｢영국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시사점｣, 노동법논총(제
20집), p.364 이하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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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조직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서
술한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청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출판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두 5개 분야, 3개 유형의 시리즈를 출간
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소책자(leaflet)를 발행한다.
2)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청의 현장 업무는 산업안전감독관(inspector)이 수행하는
데 이들의 대부분은 Merseyside Bootle에 본청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
건청의 각 현장사무소(Field Operations Directorate, FOD)에서 근무한
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선임에 관한
근거에 관하여 규정한다. 현장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서 건설, 농업, 일반제조업, 엔지니어링, 식음료, 채석, 예능,
교육, 보건서비스, 지방과 중앙정부, 국내가스안전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의료지원서비스(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
는 현장사무소의 일부로서 산업안전보건청의 모든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또, 산업
안전감독관은

위험시설사무소(Hazardous

Installations

Directorate,

HID)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위 사무소는 석유채굴 및 잠수 산업, 화학 및
폭발물 제조업, 대형저장산업, 위험물질 수송업, 광업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2013년/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원자력 업무 담당자 235명을 포함하면 1,216명이다.181)
3) 지방정부

영국의 지방정부도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행에 관한 제정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서비스
업 내에서 유통, 판매, 사무, 레저, 요식업의 약 140만 개 사업장이다. 지

180) 2014년 3월 31일까지는 원자력사무소(the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ONR)가 산업안전보건청의 기구로 있었으나 이후에는 독립기구화 되었고, 현
재는 그 소장이 기획위원회 상임이사로 참여한다.
181) HSE(2014), HSE Annul Report and Accounts 2013/2014,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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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안전․보건업무는 산업안전보건청과의 협력 아래 시행된다. 산
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업무분장은 1999년 산업안전보건집행명령
(Health and Safety Enforcement Regulations 1999)과 1974년 ｢산업안
전보건법｣ 제18조(4)에서 규정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정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지방
정부는 제정법이 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관련 제정법 혹은 1999년 산
업안전보건명령이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위 준비사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침에
부합하게 제정법이 정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1998년 산
업안전보건집행권한명령(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에서 자세하게 규정한다. 위 명령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 사업장, 산업, 단체, 조직 등에 관하여 산업
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 중 책임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
하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시설(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 상업시설(사업장) 관련 문제를 다룬다. 또, 명
령은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는 자신의 시설에 대한 법령 집행의 문
제를 직접 다룰 수 없고 사전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업무를 지방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에 이관하여 다루도록 한다. 위와 같은 업무이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관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필수적이지는 아니
하다. 업무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이 모호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담당기관을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효율적 업무협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지방정부 협의위원회(Health and Safety/Local Authority Enforcement
Liaison Commitee(HELA))가 1975년부터 구성되어 있다. 협의위원회의
목적은 중앙에서 정한 안전․보건정책이 지방정부들에서 일관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방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의 협력 사업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또한 협의위원회는 법령의 시행
에 관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위한 국가단위 포럼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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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정부가 안전․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데182) 실제로는 각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Environmental Health
Officer)을 임명하며 안전․보건을 포함한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나. 행정감독의 수단
1) 감독수단의 구조

산업안전보건청의 행정적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취하는 행정처분
으로 구체화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변경, 공
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은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를 독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업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의 단계별 콘셉트 및
설계와 관련된 안전․보건사항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다.
다음, 구두경고(Verbal warning)는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하
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서면권고 전에 발령한다. 집행정책 수단의 효력
면에선 가장 낮은 단계이다.
셋째, 안전․보건 사항의 준수를 위해 취해지는 주된 집행 수단은 서
면권고(Letters of advice)이다. 서면권고는 현장방문 직후에 발령하는데
수범자가 준수하지 못한 법령이나 기준을 특정하고 법령의 준수를 위하
여 필요한 추가 조치에 관한 권고를 담고 있다. 서면권고는 안전․보건
에 관한 위반사항이 기준에 비추어 크게 중대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과도
하지 아니할 때 발령한다. 이때 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이 이행을 요구하
는 최저수단과 최고 수준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넷째, 개선처분과 금지처분(Improvement notices and prohibition no182) 제19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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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es)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산업
안전감독관이 현장 감독에 자주 사용하는 조치이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설명한다.
다섯째, 특정 활동이 중대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공중에 널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예를 들어 1건의 사고로 여러 형태의 심각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규제가 필요한 때)을 갖고 있는 때에
는 허가제도(Permissioning and licensing regimes)를 통해 안전․보건
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허가제도는 위험작업의 각 단계에 대하여 체
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산업
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도 공중의 안전을 보장한다. 다음은 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산업의 범위이다. ㉠ 원자력, ㉡ 철도, ㉢ 원양 시설, ㉣
근해 위험시설, ㉤ 유전자 조작, ㉥ 가스 공급, ㉦ 석면, ㉧ 폭발물 생산 및
보관, ㉨ 석유 저장.
여섯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
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때 발령한다. 따라서 증거
가 부족하거나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형사절차로 이행
되며 공식경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청도 산업안전감독관
이 사건이 공익기준에 부합하고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한 개인
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식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예
를 들면, 형사절차로의 이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나 피고인이 노령 혹은 사건 발생 당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매
우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
이 있으면 공식경고조치를 다시 취할 수 없는데 이는 반복적인 경고는
수범자에게 법적 책임에 관한 잘못된 인식만을 심어 준다고 보기 때문이
다. 다만, 1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충분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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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공식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차 공식경고
가 법령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예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식
경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면경고를 위반한 때, 즉 경고를 통해 위반
행위의 중지 및 보완을 명령하였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때에는
개선처분과 금지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기소를 하게 된다.
2) 주된 감독수단－개선처분과 금지처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에 결정적 계기가 된 1972년 로벤스 보
고서(Robens Report)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
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는 개선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위반행위가 심각할 때는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받아들여 1974년 ｢산업안
전보건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 각 개선처분, 금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23조에서 처분과 관련한 부가적 사항을 다루고, 제24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appeals)를 다룬다. <표 3-2>는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령된 처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청의 통계이다.
<표 3-2> 개선 및 금지 처분 현황183)
연도

처분기관
산업안전보건청
05/06 지방정부
합계
산업안전보건청
06/07 지방정부
합계
산업안전보건청
07/08 지방정부
합계

개선처분 조건부금지처분 즉시금지처분
3,925
38
2,630
5,220
80
1,470
9,145
118
4,100
5,139
54
3,041
5,270
50
1,640
10,409
104
4,681
4,525
45
3,188
4,470
60
1,480
8,995
105
4,668

합계
6,593
6,770
13,363
8,234
6,960
15,194
7,758
6,010
13,768

183) http://www.hse.gov.uk/statistics/notices.htm의 표 참조(2015. 6. 30 방문).

160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표 3-2>의 계속
연도
08/09

09/10

10/11

11/11

12/13

13/14

처분기관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정부
합계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정부
합계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정부
합계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정부
합계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정부
합계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정부
합계

개선처분 조건부금지처분 즉시금지처분
4,825
44
3,208
4,930
40
1,370
9,755
84
4,578
5,794
47
3,886
4,680
50
1,380
10,474
97
5,266
7,127
48
3,863
5,620
50
1,600
12,747
98
5,463
6,130
21
3,757
4,620
25
1,400
10,750
46
5,157
5,752
17
3,038
3,358
14
1,321
9,110
31
4,359
6,664
25
3,430
2,412
24
1,235
9,076
49
4,665

합계
8,077
6,340
14,417
9,727
6,110
15,837
11,038
7,270
18,308
9,908
6,045
15,953
8,807
4,693
13,500
10,119
3,671
13,790

가) 개선처분

산업안전감독관은 개선처분을 두 가지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더라도 위반 상황이 향후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이다. 제정법의 의미에 관해서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1)이 규정하고 있는데,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
조～제53조)의 각 규정,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입법된
산업안전보건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Sch1)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폐지되지 않아 효력이 있는 조항 등이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
주, 1인 자영업자(self-employed), 설비제공자, 사업장 점유자, 다양한 활
동의 감독의무자, 위험사업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들의 행위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개선처분을 발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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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선처분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 개선처
분을 한다는 취지, 즉 처분 대상자의 행위가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하
고 있거나 그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하였더라도 위반 상황이 향후 계속되
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 ㉡ 위반하였거나 위반하고 있는 조문
의 특정, ㉢ 개선처분의 이유, ㉣ 위반행위 혹은 위반을 일으킨 사정을 개
선하여야 하는 기간. 개선기간은 적어도 21일 이상 부여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다.
제23조(2)는 개선처분에 위반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법
을 특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선방법은 행위준칙에서 승인한
것에 한정된다. 위반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개선방법에 구속되지 않기 때
문에 처분된 방법과 혹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적절한 개선 방법을 함
께 고려하여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제23조(3)은 건축업에도 적용
되는데 건축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업에 관한 명령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업에 관한 명령보다 복
잡한(onerous)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개선처분은 관련 규정에서 미리 정하여 놓은 서류를 사용하여 이루어
지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은 필요사항은 기재를 하되 서류에 인쇄된 부분
중 해당 사안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한다. 제23조(2)가 규정하고 있는
개선방법은 서류에 첨부되는 별첨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며 별첨은 개선명
령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개선방법을 언급할 때는 모범 예에 관한 가
이드라인 혹은 법령이 요구하는 개선방법 이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은 권고로서 개선처분에 첨부될 수 있으나 처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
단될 때만 개선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 개선처분은 달성할 수 없는 목적
을 전제로 의무를 부담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개선처분에는 위험방지장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을 담을 수는
있지만, 위험방지장치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라는 식의 요구는 할 수 없
다. 처분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선방식이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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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지처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금지처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금지처분은 특정 활동이 심각한 상해의 위
험을 야기하고 있거나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이를 포함하고 있
는 때에 발령할 수 있다. 상해위험이 급박할 필요는 없다. 상해의 개념에
는 질병, 신체적 혹은 정식적 상태의 장애가 포함된다. 금지처분은 개선
처분과 동일하게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1)을 위반하였을 때
발령할 수 있다. 금지처분은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 금지처분을 한다는 취지, 즉 특정 활동이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
하고 있거나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
㉡ 위험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의 특정, ㉢ 위반 조
문의 특정, ㉣ 금지처분의 이유, ㉤ 금지처분에서 특정한 사정 혹은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처분과 관련이 있는 작업이 처분을 받은 자
의 감독하에 혹은 그 자에 의하여 시행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
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
보건청은 즉시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
고 판단되면 즉시금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제정법상의 조문위반 근거가 없더라
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금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라면, 산업
안전감독관은 해당 활동이 개시되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
신이 있어야만 금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대상 활동이 이전부터 해오
던 것으로 잠정 중단된 것이라면, 그러한 위험한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에 있었던 주요한 사고
나 사건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동중단이 안전․보건
사항의 개선을 위해 중단되었다고 간주하지 아니한다. 수범자가 해당 위
험 활동을 중단한다는 보고를 하여 왔더라도 산업안전감독관은 독자적으
로 판단하여 위험 활동의 금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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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철회와 연장

개선 혹은 금지명령이 처분된 이후에도 산업안전감독관은 처분의 기
재된 기간 내에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처분에 대하
여 정식으로 이의신청이 되기까지는 처분철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
라서 즉각적인 효력이 있는 즉시금지처분에 대해서는 철회가 불가하다.
한편, 처분에 이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연장이 가
능하며 이때 이행기간 연장의 처분은 정하여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
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처분사항의 이행기한 내에 언제든지 사업장을 방
문하여 이행여부와 정도를 감독할 수 있다.
라) 개선 및 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2)는 개선 및 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
(appeal)을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를 받은 고용심판소는 처분의 취소 혹은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
로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변경승인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을 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고용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84) 금지처분에 대
한 취소소송을 할 때, 원고는 금지처분의 효력정지를 고용심판소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chairman)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 본
안의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따로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는 명령, ㉡ 소에
대한 판단이 있거나 소가 취하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명령, ㉢ 소를
기각한다는 명령, ㉣ 소를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본안의 심리는 전통적으로 ㉠ 처분 당시 산업안전감독관이 처분에 기
재하였던 판단을 정말로 견지하고 있었는가, ㉡ 그렇다면, 처분 당시 문
제가 된 행위가 제정법을 위반하였거나 혹은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이었
는지, 중대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는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
184) 이의제기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2004년 고용심판소 명령(Employment
Tribunals(Constitution and Rules of Procedure) Regulations) 부칙 4(Sch4)
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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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뤄진다. 따라서 처분으로 사업주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혹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지는 특히 금지처분의
발령 여부의 적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용심판소는 처분을 원안대로 승인할 수도 있고, 원안에 변경을 가하
여 승인할 수 있는데 변경에는 추가(addition), 일부 생략(omission), 개정
(amendment) 등의 형식이 포함된다. 또한 변경을 하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다. 한편, 변경승인은 법령 위반사항이
다소 모호할 때 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최초의 금
지처분 이유는 제정법 위반이었으나 심리를 통하여 제정법 위반사항은
없더라도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 중에는 개선 처분에 대해서는 고용심판소
가 개정의 변경승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185)
고용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용항소심판소(Employment Appeal
Tribunal)에 항소할 수 없고 고용심판소가 유지한 ‘법률적 관점’에 관하
여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에만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인
정에 관하여 다투려면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고용심판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5.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영국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은 영국의 다른 노동법령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
하는 ‘worker’ 개념을 사용하지는 아니하나 사용자가 안전보호의무를 부
담하는 대상을 자신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제2조)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제3조), 나아가 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사업장
에 관여한 타인(제4조)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

185) British Airway Board v Henderson [1979] IC 77.

제3장 각국의 법제도 165

렇게 ｢산안법｣의 보호대상이나 영역을 확대하면 도급의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대대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충
분히 기존 법제의 해석과 운영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이와 같은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렵다면 현행 도급인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
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제
29조) 등을 통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율한다. 이처럼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조항 중 제29조186)가 도급사업을 가장 포괄
적으로 규율하는 문헌인데 그 내용을 영국의 법령과 비교하면 규율 체계
와 구조가 매우 미흡하다. 제29조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영국
처럼 현실을 반영하여 바꾸고, 바뀐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에 대하여 적
절한 행정 집행과 법해석론의 전개가 필요하다.
셋째, 안전(보건)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 책
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실무
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 관리자를 형사처
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
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
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186) 모두 10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9조는 먼저 제8항과 제9항은 도급인 사
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유해․위험 작업 도급인의 의
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제6항이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 제3
항, 제4항은 일부 도급․전문분야의 도급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6조도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일부 도급․전문분야의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제10항이 구
체화하고 있다. 끝으로 제7항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제29조에 관한 상세는 전형배(2014), ｢도급과
근로자의 안전｣, ｢노동법논총｣ 제31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p.389 이하 참조.
본 글의 해당 부분도 위 논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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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
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의 형사정책은 이 점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으로 안전보건위
원회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
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
원회가 충분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고,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
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영국의 경우 안전대표자를 통하여 사업장 안전보
건관리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안전보건
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참여
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가 필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섯째, 최근 작업중지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소개되는 권한을, 영국은
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감독관이 이를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여(금지처분) 중대한 위험요
소가 발견된 사업장 혹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영국식
제도를 고려하다면 위험한 작업장의 경우 즉시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시
킬 수 있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노동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행정관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제4절 일본 사내하도급과 안전관리체계

1. 일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체계와 감독기관
가.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요

1972년 6월 8일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 이하 ‘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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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일본의 기본 법률이
다. ｢노안법｣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87) 종전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1947년 제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포괄적인 책임만으
로는 증대하는 산업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해방지 기준과 책임체계의 명확화’를 통해 ‘사업주’(일본법은 ‘事業者’
라 함) 책임을 확립한 ｢노안법｣을 입법하였다. 법률체계로 보면 ｢노안법｣
과 ｢노동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그리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동일체의 관계에 있다.188)
일본은 ｢노안법｣ 제정 이후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하여 ｢노안법｣의 입
<표 3-3> 노동안전위생법의 구성
제1장 : 총칙 (제1조～제5조)
제2장 : 산업재해방지계획 (제6조～제9조)
제3장 : 안전위생관리체제 (제10조～제19조의3)
제4장 :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20조～제36조)
제5장 : 기계 등 및 유해 물질에 관한 규제 (제37조～제58조)
제6장 : 근로자의 취업에서의 조치 (제59조～제6
3
조)
제7장 :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조치 (제64조～제71
조)

제7장의2 : 쾌적한 직장 환경의 조성을 위한 조치 (제71
조
의2～제71
조의4)

제8장 : 면허 등 (제72조～제77조)
제9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등 (제78조～제87조)
제10장 : 감독 등 (제88조～제100조)
제11장 : 잡칙 (제101조～제115조)
제12장 : 벌칙 (제115조의2～제123조)
부칙 및 별표

187) ｢노안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노동기준법과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해
방지 기준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및 자주적 활동촉진 조치를 강구하는 등 그
방지에 관한 종합적․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
과 건강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과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에 적용한다(제116조 참조).
188) 畠中信夫(2008), ｢労働安全衛生法のはなし(改訂版)｣, 中災防新書,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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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189)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주체
로서 사업주를 명시하는 한편, 사업주의 자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
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 ｢노안법｣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규범화하고, 산업안
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은 방대한 시행령과 후생노
동성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190)
나. 노동안전위생법의 성격과 책무규정

일본 ｢노안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단속법(공법)이
고,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조건
명시사항(노동기준법 제15조) 및 취업규칙 기재사항(노동기준법 제89조)
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노안법이 그 해석의 기
준이 된다.191) ｢노동기준법｣이 근로에 관한 ‘최저기준’ 확보를 목표로 하
고 있는 반면, ｢노안법｣은 최소한의 기준 확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
절한 수준의 작업환경 실현을 목표한다.192)
｢노안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책무는 단지 ｢노안법｣에서 정하
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기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
환경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직장
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주는 국가가 실시하는

189) 小畑史子(1995), ｢労働安全衛生法規の法的性質(1)ー労働安全衛生法の労働関係
上の効力ー｣, ｢法学協会雑誌｣ 112(2), p.213.
190) 노안법을 본법으로 하면서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시행령)에서 상세한 부분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규제 및 이행사항 등은 노동안전위생규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노안법 관련법규의 법조문 수는 1,500개조 이상에 이른다.
191) 和田肇(2010), ｢安全(健康)配慮義務論の今日的な課題｣, 日本労働研究雑誌 제
601호, p.39.
192) 노안법 제3조는 ‘사업자는 단순히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저
기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환경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
해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국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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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이렇듯 ｢노안법｣은 근로
자에 대한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사업주 이외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건설․설계하는 자
는 그 물건의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 시 이러한 물건이 사용되는 것
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②). 또한 건설공사의 도급인 등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
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제3
조 ③). ｢노안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설계자와 주문자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2인 이상의 사업주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이를 도도부현(都道府県) 노동국(우리나
라의 ‘지방노동청’에 해당함)에 신고해야 한다(제5조 ①). 신고가 없는 때
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대표자를 지명한다(제5조 ②). 이 규정은 복수
의 사업주가 관련하는 현장에서는 의무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주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
게 하는 것이다.
또한 ｢노안법｣은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무를 부여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키는 것 외
에 사업주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협력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조).
다. 노안법상 사업주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1) 정의규정193)

(1) 산업재해(노동재해)(제2조 제1호) : 근로자의 취업에 관련한 건설
193)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위생’(衛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우리의 용
어로는 ‘보건’이 적합하여 법령명을 제외하고 보건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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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 또는 작업행동, 기타 업무
에 기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제2조 제2호) :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동
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 및 가사사용
인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제2조 제3호) :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94)
(4) 화학물질(제2조 제3호의2) : 원소와 화합물을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제2조 제4호) :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
기환경 그 밖의 작업환경에 대해 실시하는 디자인, 샘플링 및 분석(해석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사업주 책임의 명확화
가) 총괄안전보건관리자(제10조)

사업주는 정령(政令)과 후생노동성령(厚生労働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규모에 따라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총괄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총괄안전보건
관리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휘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이나 건
강에 관한 업무를 지휘하며, 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 ②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교육의 실시, ③ 건강
진단의 실시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조치, ④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⑸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나) 안전관리자(제11조)

사업주는 정령과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업종에서 상시 50명
194) 그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 회사 등의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노동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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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마다 선임되며,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관리를 담당한다.
다) 보건관리자(제12조)

사업주는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마다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면허를 받은 자, 그 밖의 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성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무 구분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
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보건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라) 안전보건추진자(제12조의2)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 이외의 사
업장(즉 상시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서는 안전보건추진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보건이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시켜야 한다.
마) 산업의(제13조)

산업의는 의사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마다 선임되며,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한다. 특히 산업
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학 지식에 대해 성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제14조)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정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도
부현 노동국에 등록한 사람이 실시한 기능강습을 수료한 자 가운데 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의 구분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휘 기타 성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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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위원회(제17조)

사업주는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마다(상시 50명 또는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
항 등을 조사 심의하는 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아) 보건위원회(제18조)

모든 업종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마다 설치
된다. 근로자의 건강 장해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심의한다.
자) 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사업주는 안전위원회와 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때에는 각각의 위
원회 설치에 갈음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건설업․조선업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건설업과 조선업은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사내도급사업장이다. 건설업
과 조선업은 종합 구조물을 만드는 산업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공통점이 있다. 복수의 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산업재
해 발생률이 높아 이에 대응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노안법｣에서 특별
히 규정하고 있다.
가) 총괄안전보건책임자(제15조)

사업주가 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하고
있는 것(해당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계약이 둘 이상으로 그 수급인이
둘 이상이 되는 때에는 해당 도급계약 중 가장 먼저 성립한 도급계약의
주문자로 한다. 이하 ‘원사업주’라 한다) 가운데 건설업 기타 정령으로 정
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이하 ‘특정사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이하
‘특정원사업주’라 한다)는 그 근로자 및 그 수급인(원사업주의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해당 수급인의 도급계약 후 다음
모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수급인’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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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근로자가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이 동
일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괄안전
위생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요컨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는 특정사업인
건설업과 조선업의 원사업주(특정원사업주)가 근로자 50명 이상(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한다. 총괄안전위생
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그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며,
원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하며 사업장을 총괄 관리한다.
나) 원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제15조의2)

특정 원사업주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주 안전보건관
리자를 선임한다. 원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한다.
다) 공사안전보건관리자(제15조의3)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가 한 장소(이러한 근로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장소 및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안전보건책임자
를 선임해야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
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
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즉
특정 원사업주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근로자 20명 이
상 사용하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선임되며,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자
를 지도한다. 특정 원사업주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작업장을 관할하
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공사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공사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① 터널 등의 지중건설(상시
20명 이상 30명 미만), ② 압기공법에 의한 작업(상시 20명 이상 30명 미
만), ③ 교량건설(안전한 작업수행이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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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시 20명 이상 30명 미만), ④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
리트 건설물의 건설(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 등이다.
라) 안전보건책임자(제16조)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자 이외의 수급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는 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고, 그에게 총괄
안전보건책임자와의 연락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
항을 담당

하게 한다. 즉 하도급업자가 선임하고, 총괄안전보건책임자와의 연락, 관
계자에 대한 연락, 해당 수급인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한 수급인은 원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 및 특정 원사업주가 강구할 안전조치
1)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를 작업시키는 건설물 기타 작업장 통로, 바닥, 계단
등의 보전 및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휴양, 피난 및 청결에 필요한
조치 기타 근로자의 건강, 풍기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해야 한다(제23조).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또한 작업행동 기타 업무에 기인하는 위험 또는 유
해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안법｣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
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28조의2).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하여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제65조 ③). 나아가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제69조). 또한
사업자는 ① 감염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병에 걸린 사람(감염예방조치를
한 경우 제외), ② 심장, 신장, 폐 등 질병으로 인해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산업의 기타 전문 의사의 의견을 듣
고, 그 취업을 금지하여야 한다(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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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
여 ｢노안법｣ 및 ｢노안법｣에 근거한 명령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를 하며,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제29조).
특히 건설업에 속하는 원사업주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작업을 할 때 해당 관계수급인이
해당 장소에서 강구해야 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강구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조업(특정사업 제외)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
기 위해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제30조2).
3) 특정 원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내하도급 사업장)

특정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작업이 동일한 장소
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즉 ①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②작업 간의 연락 및 조정 실시, ③작
업장소의 순찰, ④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
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⑤건설업의 특정 원사업주는 업무공정에 관한 계획
및 작업장소의 기계, 설비 등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이 ｢노안법｣ 또는 이에 근거
한 명령규정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지도, ⑥그 밖에 해당 산
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이다. 다만 특정 원사업주
에 의해 선임된 총괄안전보건책임자가 이를 총괄 관리한다(제30조).
4) 주문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주문
자는 ｢노안법｣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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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제31조의4).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그 밖의 물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의 개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작업에 관한 업무의 주문자는 해당 물질
에 대해 해당 업무에 관한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31조의2).
특정사업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주문자는 건설물, 설비 또는 원재료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그 수급자(해당 업무가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인의 도급계약 후 다음 모든 도급계약의 당
사자인 계약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물 등에 대
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31조).
5) 기계 등 대여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정령에서 정한 기계 등(이동식 크레인, 차량형 건설기계 등)을 다른 사업
자에게 대여하는 자(기계 등 대여자)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계 등 대여자로부터 기계 등 대여를 받은 자는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가 그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 조
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33조).
6) 건축물 대여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정령으로 정한 건축물(사무실 또는 공장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다른
사업주에게 대여하는 자(건축물 대여자)는 해당 건축물의 대여를 받은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전부를 한 사업자
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조치의무가 면제된다(제34조).
마.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감독기관
1) 산업안전 감독기관

일본은 노동법이 사업장 내에서 준수되도록 감독기관을 두고 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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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관은 중앙정부 기관으로서, 1947년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제정
시 설치되었다(노동기준법 제11장). 후생노동성의 노동기준국 소속의 노
동기준감독관(Labour Standards Inspector, 이하 근로감독관)은 근로기
준 및 안전관련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2012년 현재 근로감독관은 3,181명
(통계상 감독관 1인이 3,000개 사업소 관리)이다.195) ｢노동기준법｣뿐만
아니라 ｢노안법｣에서도 근로감독관에게 법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사
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어 안전보건을 포함한 ｢노동법｣의 전반적인 시행
과 감독을 담당한다(노안법 제92조).196)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감독업무와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도 수행한다. 근로감독
관은 근로기준에 관한 ｢노동기준법｣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안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한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
하고, 시험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노안법 제91조①). 특히 정기적인 감독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주요
임무로서 산재 발생률이 높은 건설, 운송, 제조업 등이 정기적인 감독조사
의 주요 점검대상이 된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과 시
정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노안법｣ 및 그 시행령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규칙(후생노동성령)에서도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
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노안법 제28조④). 이러한 ｢노안법｣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감독서 및 근로감독관은 법령시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노안법 제90조).
195) 이는 유럽에 비하면 적은 수이고, 일본도 근로감독관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 読
売新聞, 2013. 12. 31(http://www.yomidr.yomiuri.co.jp/page.jsp?id=90451).
196) 안전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관련 연구기관 및 다양
한 민간기구와 협회들이 후생노동성 산하에 존재하고 있고, 정부 행정과 유기
적인 연계체계로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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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산업안전 감독업무의 근거 규정
법령

노동안전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환경측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진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반규칙

노동안전위생규칙
사무소위생기준규칙

개별․사업장 안전보건 규정

분진장해방지규칙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납중독예방규칙
특정 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규칙
크레인 등 안전규칙
곤돌라안전규칙
기계 등 검정규칙
고기압작업안전위생규칙
전리방사선장해방지규칙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석면장해예방규칙

｢노안법｣ 위반 시 실제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감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검사, 작업환경 측정, 수거 또는 검진
을 거부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안법 제120조). 또한 ｢노안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
는 경우 이를 공표하여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노안법｣의 실
효성을 확보한다.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규
율한다(노안법 제120조 ⑤).
2) 산업안전 감독업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일본에서도 매우 방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검사에서 중요하게 체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전형배
외, 2011).
(1)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정비
(2) 중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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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제한업무와 특수교육대상 업무
(4) 석면재료가 사용되는 건축물 관리
(5) 유해한 화학물질의 취급업무 사항
정기감독은 재해방지강화기간(일반적으로 4～9월 상반기)을 정하여,
① 건설업(추락․전도 재해 예방), ② 운송업(교통사고 재해 예방), ③ 제
조업(협착, 끼임 재해 예방)의 주요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
시한다(전형배 외, 2011).

2. 일본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사내하도급의 실태
가. 일본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15년 4월 28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4년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보면, 2013년보다 산업재해가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산업재해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2～3월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전도(넘어짐) 사고가
다발하였고, 2014년 4월 소비세가 인상(5% → 8%)되기 전 소비급증에 따
른 생산과 물류활동의 증가로 추측한다.197)
나. 일본 사내하도급 실태와 산재발생률
1) 일본 사내하도급(간접고용) 실태

2015년 5월 12일 발표한 일본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는
3,265만 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1,979만 명(37.7%)이다.198) 비정규직 근로
자의 종류를 보면 파트타임․아르바이트 1,360만 명, 파견근로자 120만 명,
계약사원(기간제고용) 297만 명, 촉탁 115만 명, 기타 87만 명이다. 사내하
도급(일본은 ‘構内下請’이라 함) 근로자가 하도급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197) 厚生労働省, ｢労働災害のない職場づくりに向けた緊急対策｣を実施-死亡災害の
大幅な増加を受け, 業界団体などに緊急要請-(http : //www.mhlw.go.jp/stf/hou
dou/0000053429.html).
198) 総務省, 労働力調査(詳細集計) 201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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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표 3-5> 2014년 일본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체 현황
․사상자수
․사망자수
․중대재해
2. 사상재해의 발생현황
(1) 업종별 발생현황
․제조업
․건설업
․육상화물운송업
․제3차 산업
(2) 사고유형별 현황
․전도(넘어짐)
․추락․떨어짐
․끼임․빨려 들어감
3. 사망재해의 발생현황
(1) 업종별 발생현황
․제조업 1
․건설업
․육상화물운송업
(2)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추락/떨어짐
․교통사고(도로)
․끼임/빨려 들어감
4. 중대재해 발생 현황
․전산업
[사망자수]
[사상자수]
․제조업
[사망자수]
[사상자수]
․건설업 1
[사망자수]
[사상자수]

119,535명(전년대비 1,378명 증가, 1.2% 증가)
1,057명(전년대비 27명 증가, 2.6% 증가)
292건(전년대비 48건 증가, 19.9% 증가)

27,452명(전년대비
17,184명(전년대비
14,210명(전년대비
52,385명(전년대비

375명 증가, 1.4% 증가)
5명 감소, 0.0% 감소)
20명 증가, 0.1% 증가)
965명 증가, 1.9% 증가)

26,982명(전년대비 1,104명 증가, 4.3% 증가)199)
20,551명(전년대비 1,378명 증가, 1.2% 증가)
15,238명(전년대비 38명 감소, 0.2% 감소)

80명(전년대비 21명 감소, 10.4% 감소)
377명(전년대비 35명 증가, 10.2% 증가)
132명(전년대비 25명 증가, 23.4% 증가)
263명(전년대비 3명 감소, 1.1% 감소)
232명(전년대비 1명 감소, 0.4% 감소)
151명(전년대비 19명 증가, 14.4% 증가)
292건(전년대비 48건 증가, 19.7% 증가)
58명(전년대비 1명 증가, 1.8% 증가)
1,599명(전년대비 63명 증가, 4.1% 증가)
59건(전년대비 25건 증가, 73.5% 증가)
9명(전년대비 3명 감소, 25.0% 감소)
475명(전년대비 315명 증가, 196.9% 증가)
30건(전년대비 37건 증가, 39.8% 증가)
33명(전년대비 9명 증가, 37.5% 증가)
539명(전년대비 109명 증가, 25.3% 증가)

199) 일본 후생노동성은 넘어짐 재해를 줄이기 위해 2015월 1일부터 ‘STOP 전도재
해 프로젝트 2015’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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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파견법 개정으로 2004년 3월부터 제조업의 파견이 인정되어
파견직이 급증하였지만, 한편 종래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제조현장
의 하도급근로가 파견으로 전환되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00)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인건비 절감과 업무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하도급 근로자를 확대시켜왔다.201) 2004년 제조업의 파견허용은 사내
하도급 근로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파견직을 새로 창출한 것
이다.202)
2) 사내하도급의 산재발생률

일본도 사내하도급 및 파견 등 간접고용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
다. 2003년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대규모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자
(일본법에서는 ‘関係請負人’) 산재발생률은 11.32(천인율)로 원사업주의
5.09(천인율)보다 2배 이상 높다(그림 3-1 참조).203) 그 이유는 우리나라
와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자는 시설수리 및 제품운반 등 위험, 유해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장소가 원사업주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내하도급의 높은 재해발생률이 2006년 일본 ｢노안법｣ 개정에서
제조업 원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한 제30조2 신설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그림 3-1] 대규모 제조업 산업재해 발생률 비교(천인율)
원사업주 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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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岡村美保子(2009), ｢労働者派遣法改正問題｣, レファレンス 2009년 10월호,
p.132.
201) 1990년대에는 많은 수급회사가 설립되었고, 대부분 소규모라는 지적이 있다(白
井邦彦(2001), ｢今日の契約労働を巡る実態と問題点｣, 鎌田耕一編著 ｢契約労働
の研究｣, 多賀出版).
202) 和田肇․脇田滋․矢野昌浩(2013), ｢労働者派遣と法｣, 日本評論社, p.21.
203) http : //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anzen/dl/1003-3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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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조업 정규직과 파견직의 산업재해 발생률

또한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정규직의 2.5배 정
도 높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도 발생하
고 있다.204) 따라서 간접고용 등 사내하도급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3. 사내하도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가.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에 관한 원사업주의 책임
1) 민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원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가) 안전배려의무 인정

일본은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는 명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먼저 정립
되었다.205) 판례는 ‘법률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들어간
당사자 간에 해당 법률관계의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칙상의 부담하는 안
204) ｢파견의 산재 은폐횡행｣, 読売新聞(2009. 6. 2).
205) 노상헌(2012. 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에 관한 사업주 책임｣, 노동법
논총 제25집, p.18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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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판례법리로 확립된 안전배려의무를
2007년 제정된 ｢노동계약법(労働契約法)｣ 제5조에서 명문화하였다. 근로
자에 대한 안전배려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
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
여야 한다’고 입법하였다.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직
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산
업재해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본 법원은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률관계에서 원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를 인정하였다.206) 원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는 실질적
사용관계가 존재하거나207)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
다는 것이다.208)
나) 원사업주와 하도급사업주의 책임 분담

일본은 원청, 하청, 재하청의 산업재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책
임의 분담에 대해서는 원청, 하청, 재하청의 합의 내지 협의가 없는 경우
민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지만, 사고발생에 관여한 정도를 실
질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경우도 있다.209)

․빌딩공사의 작업장 전역
․철탑공사의 작업장 전역
․송배전선 전기공사의 공구별
․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 공사의 작업장 전역
․지하철공사 해당 공구별
․도로공사 해당 공구별
․상하수도 공사 해당 공구별
․교량공사의 작업장 전역
․수력발전소공사 작업장 전역

206)
207)
208)
209)

鹿島建設․大石塗装 사건, 最一小判 1980. 12. 18.
三菱重工神戸造船所 사건, 最一小判 1991. 4. 11.
空港グラウンド․サービス 사건, 東京地判 1991. 3. 22.
大塚鉄工․武内運送 사건, 最二小判 199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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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노동안전위생법 규정
가) 도급업무에서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작업(건설관련작업)
(노안법 제15조, 영 제7조)
나) 건설․조선업(특정 원사업주)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노안법 제30조)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
에서 행해지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2.
3.
4.
5.

협의 조직의 설치 및 운영
작업 간의 연락 및 조정
작업장소의 순시
관계도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위생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도 및 원조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작업마다 다른 업종 가운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고 있는 사업을 행하는 특정 원사업주는 작업의 공정에 관한 계획 및 작업
장소의 기계․설비 등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작성함과 동시에 해당 기계․설
비 등을 사용한 작업에 관하여 관계수급인이 노안법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
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지도
6. 각호에서 언급한 것 외 해당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다) 제조업의 안전관리－제30조의2(2005년 신설)

제조업 등의 발주사업주는 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작업 간 연락 및 조정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1
항). 분할 발주하여 제1항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발주자 등은 앞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자 1명을 지명해야 한다(제2항).
이 규정은 제조업 업무도급의 증가와 더불어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
해도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종래 건설․
조선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립을 강제하여 왔지만, 건설․
조선업 이외 제조업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것이다.
3) 원사업주 및 하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한 후생노동성 지침

증가하는 사내하도급의 산업재해 대책으로 후생노동성은 지침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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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지침은 관계 당사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행정해석예규로서 작용한다.
(1) 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1995. 4. 21. 基発 제267호의2) [자료 1] 참조
(2)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 지침(2006. 8. 1. 基発 第
0801010号) [자료 2] 참조
(3) 제조업(조선업 제외)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2006. 8. 1. 基
発 第0801010号) [자료 3] 참조
4) 원사업주의 책임강화

일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으로 자주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체제이다. ｢노안법｣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업주가 사업장
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하도록 촉진한
다. 이러한 사업주의 자주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사내하도급 작업에도
적용된다. 특히 2006년 ｢노안법｣ 개정에서 제조업에서 원사업주의 책임
으로 관계도급인과의 사이에서 작업에 따른 연락조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의무를 명시하였다(노안법 제30조의2). 원사업주의 책임을
구체화한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각각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운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경로를 제한하거나 작업시간대의 제한 등 작업 간의
연락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주 및 사내하도급사업주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방
지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한다.
④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할 경우 원사업주는 장소제공, 자료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주는 작업 간 연락조정, 협의회 운영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하여, 사내수급업체의 연락조정 책임자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원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급인의 의무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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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① 원사업주와 연락 등을 취하는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② 작업 간 연락조정에서 하도급 근로자가 유의할 사항을 철저하게 주지
시켜야 하며, ③ 원사업주가 실시하는 협의회에 참석하고 협의결과를 근
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나. 근로자의 참여－안전보건위원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
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
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노
안칙 제23조 ②). 또한 사업자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체 없이 위원
회의 회의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노안칙 제23조 ③). 다
만 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상황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사업주는 의장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
수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여야 한다(노안법 제17조 ④, 제18조 ④, 제19조 ④). 위원회
의 구성위원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작업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
정한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작
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견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파견노동자를 위원회에
지명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야 한다(노안칙 제23조의2). 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위원회가 법정근로시간 외에 진행된 경우, 참
석한 근로자에게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10) 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기
록(회의록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50만 엔 이하의
210) 1972. 9. 18. 旧労働省労働基準局長名通達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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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처한다. 이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6> 안전위원회 설치요건

안전위원회
설치

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의 업종 구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임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중 목재․목제품제조업,
화학공업, 철강업, 금속제품제조업 및 수송용기계기
구제조업, 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및 항만운송
업, 자동차정비업, 기계수리업, 청소업

50명 이상

제조업(가공업 포함. 위 제조업 제외), 운송업(위
운송업 제외),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업, 통
신업, 각종상품도매업, 가구․건구․집기 등 도매
업, 각종 상품소매업, 가구․건구․집기 소매업, 연
료소매업, 숙박업, 골프장 등

100명 이상

모든 업종

50명 이상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안전위원회 및 보건위원회를 설치하
안전보건위원회
여야 할 때에는 각 위원회에 갈음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설치
수 있음
<표 3-7> 안전 및 보건관련 위원회의 운영
안전위원회
보건위원회
(노안법 제17조)
(노안법 제18조)
개최횟수 매월 1회 이상 개최
① 총괄안전보건관리자, ① 왼쪽과 같음
사업장에 사업의 실시
를 총괄 관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
람 중에서 지명된 자
② 안전관리자 중 사업주 ② 보건관리자 중 사업주
가 지명한 자
가 지명한 자
위원회구성
③ 사업장 근로자로서 안전 ③ 산업의 중 사업주가 지
에 관해 경험이 있는 자 명한 자
중 사업주가 지명한 자
④ 사업장 근로자로서 보
건에 관해 경험이 있
는 자 중 사업주가 지
명한 자

안전보건위원회
(노안법 제19조)
① 왼쪽과 같음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
자 중 사업주가 지명한 자
③ 산업의 중 사업주가 지
명한 자
④ 사업장 근로자로서 안전
에 관해 경험이 있는 자
중 사업주가 지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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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의 계속
안전위원회
(노안법 제17조)

보건위원회
(노안법 제18조)

안전보건위원회
(노안법 제19조)
⑤ 사업장 근로자로서 안전에
관해 경험이 있는 자 중 사
업주가 지명한 자

사업장 근로자로서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작업환경
측정기사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음
참가위원수 법정화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규모, 작업 실태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의장

① 위원이 의장 됨
① 근로자 위험예방 기본 ① 근로자 건강장해예 ① 근로자 위험예방 기본대책
대책
방 기본대책
② 산업재해 원인 및 재발방
② 산업재해 원인 및 재발 ② 근로자 건강유지증 지 대책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방지 대책으로 안전에 진 기본대책
관한 사항

심의사항

③ 산업재해 원인 및 ③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기본
재발방지 대책으로 대책
보건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근로자 건 ④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기본
강장해예방 및 건 대책
강유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⑤ 그 밖에 근로자 위험 및
건강장해예방 및 건강유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회의진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함

회의록보존 사업주는 위원회의 주요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3년간 보존해야 함
벌칙

다음 경우 사업주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주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② 위원회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다. 사내하도급의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지침을 정해 원사업주의 이행
및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한다. 안전에 관한 감독행정은
원사업주 내지 사내하도급 구분 없이 산재예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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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조선소 등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국장이
사업주를 소집하여 산재예방을 촉구하는 정부의 견해를 전달한다. 일본
이러한 비공식적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주에 대하여 자주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체제이다. 일본은 일원적인 감독체계를 통하여 안
전보건에 관한 법규 준수를 중시한다.211)
하도급근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공기단축 요구, 위험․유해한 공
정의 하도급화 사례가 일본에서도 보이고 있다.212) 우리 ｢산안법｣ 제28
조와 같이 직접적으로 ‘유해작업 도급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
급인에 대해서 발주자(원사업주)의 위법한 지시를 금지한다(노안법 제31
조의4). 그리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통해 ① 공정계획 단계부터
안전 면을 충분히 배려할 것과 ② 발주자(원사업주)와 수급인은 사전 협
의를 통해 재해 발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다.

4. 요약 및 시사점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이 현장
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방지책임은 ‘사업주’
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률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 환경
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다. ｢노안법｣은 사업주의 책임을 구체
화․체계화하고, 총괄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완비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더불
어 하도급 등 다면적 고용관계에는 원사업주에 의한 총괄안전위생책임자

211) 中央労働災害防止協会(2010. 3), ｢製造業務における非正規労働者に係る安全衛生
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12) 사고수습을 위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위험작업은 5차 하도급 근로자가 수행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週刊朝日, 2013. 12. 13).

190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정비와 책임 강화이다. 우선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하는 자, 건설물을 건설․설계하는 자는 이러한 물건을 설계․제조․수
입 또는 건설할 때 이러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방지
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넷째, 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다. 근로자 위험예방 기본대책,
산업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
의 건강장해 방지와 건강유지추진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① 총괄안
전위생관리자, ② 위생관리자, ③ 산업의, ④ 안전관리 경험을 가지는 자,
⑤ 작업환경측정기사 등이 참여하여 협의한다. 그리고 반수 이상의 근로
자 참가와 주요 사항에 관한 기록보관으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노안법｣상 안전관리규정과 관리체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게 적용되며, 특히 사내하도급에 관한 후생노동성 지침이 현장에서 준수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참여로
법규가 준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5절 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1. 대만의 산업안전보건체계
가. 산업재해 현황

2014년 대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1987년에서 2012년까
지 장해상해발생률(失能傷害頻率)213) 및 장해상해엄중률(失能傷害嚴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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率)214)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3 참조). 또한, 행정원 노동위원
회(行政院勞工委員會, 현 노동부)215) 검사처의 2012년 연보를 근거로
1999년에서 2012년까지의 중대재해율을 분석하면,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사건의 비율은 여전히 7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이같이 최근
들어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재해의 엄중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사망
사건수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대만 행정원 노동위원회 북구노동검사소(行政院勞工委員會北區勞動
檢査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02년 중대재해사건 중 하도
급인이 55%를 차지했고, 석유화학업에서는 하도급인이 80%를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216)
[그림 3-3] 장해상해발생률, 장해상해엄중률 변화추이(1987～2014년)
(단위 : ‰)

자료 : 대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103)(http://www.mol.gov.tw/statistics/2452/
2455/22916/, 최종검색일 : 2015년 10월 10일).

213) 장해상해발생률(失能傷害頻率, Disabling Frequency Rate，FR)은 연간 근로시
간 1,000,000시간당 발생하는 장해상해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214) 장해상해엄중률(失能傷害嚴重率, Disabling Severity Rate，SR)은 연간 근로시
간 1,000,000시간당 장해상해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일수를 의미한다.
215) 노동위원회(勞工委員會)는 ｢노동부조직법｣ 및 관련 조직법의 제정, 시행
으로 2014년 2월 17일 ‘노동부(勞動部)’로 재편되었다.
216) 張承明(2010), 我國承攬管理制度之探討, 行政院勞工委員會勞工安全衛生研究
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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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대만 중대 직업재해 통계
사망자수
(명, %)

상해(경상, 중상포함)
(명, %)

합계
(명, %)

중대재해건수

1999

478(95.6%)

22(4.4%)

500(100%)

442

2000

422(73.6%)

151(26.4%)

573(100%)

422

2001

369(75.0%)

123(25.0%)

492(100%)

364

2002

334(85.4%)

57(14.6%)

391(100%)

323

2003

325(86.7%)

50(13.3%)

375(100%)

327

2004

319(85.7%)

53(14.3%)

372(100%)

311

2005

380(90.0%)

42(10.0%)

422(100%)

374

2006

369(82.0%)

81(18.0%)

449(100%)

358

2007

298(86.6%)

46(13.4%)

344(100%)

298

2008

330(84.8%)

59(15.2%)

389(100%)

337

2009

239(88.2%)

41(11.8%)

271(100%)

240

2010

292(85.9%)

37(14.1%)

340(100%)

280

2011

281(82.2%)

63(17.8%)

342(100%)

285

2012

327(83.8%)

72(16.2%)

390(100%)

331

자료 : 노동부 노동검사연보(2012); 林千雅(2014), ｢探討職業災害與勞工行爲之關聯性以台電公司事故爲例｣, 国立高雄应用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p.4.

하도급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층적인 하도급 혹은 공동
하도급 구조하에서 고용 및 하도급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이
고, 또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서 산업안전에 있어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잘잘못의 주
체를 밝히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대
만의 중소기업은 독립된 하나의 사업체로서 각자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관계로 엮어서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대만의 하도급관계에 있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내하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감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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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이하에서는 대만의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대만의
하도급에 있어 사용자, 근로자 및 국가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 안전보건 법령의 체계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은 없었다.
당시 ｢공장법(工廠法)｣은 공장은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217) 1972년 타이베이(臺北) 페
이꺼(飛歌)회사와 까오슝(高雄) 가공수출단지의 싼메이(三美)회사 등 전
자회사에서 여성 근로자 7명이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테
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등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하
고, 기륭(基隆) 타이완 조선회사에서 아세틸렌(Acetylene)이 폭발해 50여
명이 죽거나 중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218) 이를 계기로 대만정부 및
사회의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근로자
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에 따라 행정원(行政院, 대만 정부) 내정부(內政部, 우리나라의 행정자치
부)는 외국의 최신 관련 법제와 대만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1974년 4
월 16일 ｢노동안전위생법(勞工安全衛生法)｣을 제정했다. 그 후 1984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보
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5년 ｢노동보험조
례(勞工保險條例)｣를 제정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권익보장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노동기준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이 확대 적용되
면서 공장을 검사 대상으로 하던 ｢공장검사법(工廠檢查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1993년 ｢노동검사법(勞動檢查法)｣을 제정하여
217) ｢공장법(工廠法)｣ 제41조는 공장은 아래의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ⅰ) 근로
자 신체상의 안전설비, (ⅱ) 공장건축상의 안전설비, (ⅲ) 기계장치의 안전설
비, (ⅳ) 공장 화재, 수재 예방 등의 안전설비; 제42조는 공장은 아래의 위생설
비를 갖춰야 한다. (ⅰ) 공기소통의 설비, (ⅱ) 음료청결의 설비, (ⅲ) 세면실
및 화장실 설비, (ⅳ) 광선의 설비, (ⅴ) 독극물 방지의 설비; 제43조는 공장은
근로자에 대해 재해예방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8) 王昌明(2014), ｢論我國職業安全衛生法之立法與施行 : 臺南市産官學的觀點｣, 南
臺科技大學 碩士學位論文,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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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령의 집행을 철저히 하고, 노동검사의 기준을 통일했다. 대만정부
는 2001년 ｢직업재해노동보호법(職業災害勞工保護法)｣을 제정하여 직업
재해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노동기준법｣과 ｢노동보험조례｣의 산업재해
보상제도를 보완했다.
한편, ｢노동안전위생법｣은 1974년 제정된 이후 1991년 5월, 2002년 5
월, 2002년 6월 각각 세 차례 개정되었다. 그 후 대만정부는 대만 산업구
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특히 석유화학산업 등 고
위험군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인
식이 높아져 2013년 7월 3일 ｢노동안전위생법｣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고,
명칭을 ｢직업안전위생법(職業安全衛生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였다. 그
리고 ｢노동안전위생법시행세칙｣은 1974년 6월 28일 제정된 이후 1984년
2월, 1991년 9월, 2002년 4월 및 2009년 2월 네 차례 개정되었고, 그 후
2013년 ｢직업안전위생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2014년 6월 ｢직업안전위
생법시행세칙(職業安全衛生法施行細則)｣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제정
되었다.219)
｢직업안전위생법｣의 중앙주관기구는 행정원 노동부이다. 현재, 노동부
가 공포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직업안전위생법｣ 부속법령은 총 40여
개가 된다.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은 총 6장 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220)

2. 사내하도급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책임
1) 사용자의 일반적 책임 조항

2013년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은 외국법제의 사용자 일반적 책임조

219) 徐婉寧(2015), ｢職業安全衛生法之現況與展望｣, 萬國法律 199期, pp.60～61.
220) 이 가운데 제1장 총칙은 5개 조문, 제2장 안전위생설비는 17개 조문, 제3장 안
전위생관리는 12개 조문, 제4장 감독과 검사는 5개 조문, 제5장 벌칙은 10개 조
문 그리고 제6장 부칙은 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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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참조하여 제5조 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합리적으
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설비 혹은 조치를 취해 근로자
를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새로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후, 현행 법령이 모든 위
험을 파악해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221)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그 신설 목적이 있다.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일반적 책임의 개념은 대만 ｢민법(民法)｣ 고용 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 즉 “피고용자가 그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발
생할 경우, 고용인은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방을 해야 한다(민법 제
483-1조)”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
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험으로, 위험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
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로 ｢직업안전위생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업안전위생법｣은 제정과정에서
이미 구법(舊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위험, 즉 동물, 식물 또는 미
생물 등이 야기한 위험(제6조 1항), 반복적 작업 등이 유발한 근골격계
질병, 교대, 야간작업, 장시간 작업 등 비정상적 업무부하로 촉발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행위로 신체 또는 정신에 입은 불법행위 등(제6
조 2항)이 새롭게 추가로 규정됐다. 따라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
세한 위험과 비교하면 제5조 사용자의 일반 책임조항은 제6조의 보충규
정이 된다.222)
2)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직업안전위생법｣의 입법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221)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8조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는 ‘직업안전
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 지침, 실무규범 혹은 일반사회통념에 따라 사용
자가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에 생명, 신체 및 건강에 위험이 존재하고, 필요한
예방설비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2) 沈育霖․吳章甫(2014), 職業安全衛生法雇主一般責任之研究, 勞動部勞動及職
業安全衛生研究所,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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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있다(직업안전위생법 제1조). 동법은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만 ｢직업안전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예방
의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전위생설비 방면
으로 필요한 안전위생설비와 조치(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 제6
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작업장의 환경측정과 표시
(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제10조) 등이 있다. 둘째, 안전위생관리 방면
으로 작업장의 안전위생관리(직업안전위생법 제23조), 건강검사의 실시
(직업안전위생법 제20조), 안전위생교육훈련의 실시(직업안전위생법 제
32조), 임용합격의 기계설비 조작인원(직업안전위생법 제24조) 등이 있
다. 셋째, 감독과 검사 방면으로 중점검사, 정기검사 및 점검을 포함한 자
동검사(직업안전위생법 제35조〜제39조) 등이 있다(표 3-9 참조).
나. 사내하도급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안전 방면에 있어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
련 법령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혹은 재하도급하는 경우, 원청업
체와 하청업체가 산업안전상의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는 대만의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그림 3-4 참조). 먼저, 하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서 ｢직
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 및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36조
에서 제38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
들은 ｢직업안전위생법｣ 제18조 및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25조, 제
26조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벌칙 방면에서 하도급
인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직업안전위생법｣ 제40조에서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와 관련 있는 ｢작업장소 책임자
의 선임｣과 관련된 동법 제18조(대피), 동법 시행세칙 제25조(위험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의 정의)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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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직업안전위생법상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책임
안전위생설비 방면

내용

필요한 안전위생설비와 조치, 작업장 환경측정, 제6조～제9조,
통로 및 안전표시
제16조, 제17조

작업장의 안전위생관리, 건강검사시행계획,
안전위생관리 방면 안전위생교육훈련의 계획과 시행 및
임용합격의 기계설비조작인원
감독과 검사 방면
기타

조항

자동검사작업의 관리
(중점검사, 정기검사 및 점검 포함)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5조～
제39조

중앙주관기관의 규정

[그림 3-4] 하도급에서 직업안전위생의 의무와 책임

자료 : 劉玉明(2003), ｢承攬作業安全衛生管理之探討－以高雄市重大職業災害為例｣, 國
立高雄第一科技大學, p.10의 그림을 재정리.

1) 원청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가) 원청업체의 위험고지 의무

사업주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이 사
업주가 되어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1)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2) 위험요인(Potential Hazard), (3) 직업안전위생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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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 등을 사전고지 해야 한다(직업안전위생법
제26조 전단).
상술한 고지의무의 이행은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한다. ‘사전’이라 함은
‘하도급 계약의 성립 후, 하도급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을 말한다.223)
만일 하도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은 재하도급인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재하도급인도 동일하
다(직업안전위생법 제26조 후단). 고지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
고, 구두로 고지해서는 안 된다(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36조).
나) 공동작업에 있어서 원사업단위의 필요조치의무

‘공동작업(共同作業)’이라 함은 원청업체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기간’, ‘동일업무장소’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안전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224) 공동작업과 하도급은 빛과 그림자
와 같이 항상 함께 존재하고, 하도급이 있는 곳에 공동작업이 있다고 해
도 무방하다. 공동작업 시 각자 스스로 관리하는 산업안전 이외에 상호
간 여전히 연계하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
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업체는 (ⅰ) 협의조직
(Co-ordination organization)225)을 설치하고, 동시에 작업장소 책임자를
223) 劉玉明(2003), 承攬作業安全衛生管理之探討－以高雄市重大職業災害為例, 國立
高雄第一科技大學 碩士論文, p.12.
224) 사업주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각 근로자를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작업장에
고용한 경우, 시공기간의 장단 또는 작업장에 얼마나 자주 출입하는지를 막론
하고, 중첩부분이 있다면 동일시기 또는 동일장소의 범위에 속한다(劳委会(八
一)台劳安三字第三四一四四號函释). 하지만, 원청업체가 단지 인원을 보내 계획,
감독 및 지도만 하는 경우, ｢직업안전위생법｣상의 공동작업에 속하지 않는다
(劳委会(八一)台劳安一字第三五一九四號函释).
225) ｢직업산업위생법시행세칙｣ 제38조 :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 1항 1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협의조직은 원청업체가 소집해야 한다. 동시에 정기 또는 불정기
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ⅰ) 안전위생관리의 실시 및 협력, (ⅱ)
근로자 작업안전위생 및 건강관리규범, (ⅲ) 동화(動火), 고가, 굴착, 폭발, 고압
전선 등 위험작업의 통제, (ⅳ) 진입제한공간, 유해물 작업 등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통제, (ⅴ) 전기기구 통제, (ⅵ) 작업인 출입통제, (ⅶ) 변경관리, (ⅷ) 위험성
기계의 조작신호, 작업장 표식, 유해물 빈용기 방치, 경보, 긴급피난방법 및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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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고, 지휘 및 협조업무의 담당, (ⅱ) 업무의 연계와 협조, (ⅲ) 작업
장 순시, (ⅳ) 하도급 관련 작업 간의 안전위생 교육의 지도 및 협조, (ⅴ)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 등 소정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
주가 2개 이상의 하도급인에게 공동작업을 도급하고 공동작업에 참여하
지 않는 경우, 하도급인 가운데 1명을 지정하여 전술한 책임을 부담시켜
야 한다(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 이는 사업주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정이 만일
완전히 독립적인 작업성질이 아니라면, 이러한 작업에 사용한 장소, 근로
시간 등은 원청업체와 공동 또는 중첩적인 관계에 있고, 하도급인 입장
에서는 원청업체와 완전히 분리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
서 전술한 규정을 두고 있다.226)
다) 공동 하도급 시 산업안전에 있어 사용자 의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
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다(직업안전위생법 제28조). ‘공동 하도급’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하도
급인이 자금, 인력 등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약정방식으로 하도급 업
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각각의 공동수급인은 각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의 예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하
도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하도급으로 형성된 공동작업이다. 이때 만
일 공동하도급인 가운데 통일된 지휘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인을 선임하여 선임
된 대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대표인을 선임하지 못
한 경우, 그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각 하도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
다.227)
련 등 통일, (ⅸ) 항타기,굴삭기, 전동기계, 전동도구, 궤도장치, 아세틸렌 용접장
비, 전기초크용접, 환기장치 및 잠함, 가설통로, 고가시공 등 기계, 설비 또는 구
조물 사용 시 협조해야 하는 안전조치, (ⅹ) 기타 필요한 협조사항.
226) 黃越欽(2012), 勞動法新論, 翰盧, p.227.
227) 黃越欽(2012), 勞動法新論, 翰盧, p.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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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도급 업체 근로조건 감독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의 작업장소가 원청업체 작업장소 범위 내
혹은 원청업체가 작업장소를 제공한 경우, 원청업체는 하도급인 또는 재
하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63조 1항.) 그리고 사업단위가 만일 ｢직업
안전위생법｣상의 관련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그 하도급인과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노동기
준법 제63조 2항). 이 같은 감독의무 규정은 사업단위에 하도급인을 감독
할 책임을 부과하고, 하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령에 부
합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
마) 직업안전위생관리계획의 제정

｢직업안전위생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그 사업단위의 규모, 성질에 따
라 직업안전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
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31조 1항 6호는 ‘직업안전위생관리계획’에 구
매관리, 하도급관리 및 변경관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원청업체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과 관련한 직업안전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바) 하도급 업체 기계, 설비 또는 도구 검사

｢직업안전위생관리방법(職業安全衛生管理辦法)｣ 제84조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한 경우, 만일 그 하도급인이 사용하는
기계, 설비 또는 도구를 원사업단위가 제공한다면, 그 기계, 설비 혹은 도
구는 원사업단위가 정기검사 및 중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 및
중점검사는 필요한 경우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이 회동하여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 및 중점검사를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이 실시할 능력
이 있다면, 서면으로 약정하여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이 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안전위생관리법｣ 제85조는 사업단위가 기계, 설비 또는 도
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기계, 설비 혹은 도구에 대해

제3장 각국의 법제도 201

자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하청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가) 하청사업주의 의무

사업을 하도급 받은 후, 만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각자의 장
소에서 작업을 한다면, 안전위생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비교적 단순하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고, 원사업단
위와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이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각자 고용한 근
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안전위생과 관련된
책임과 관리상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복합한 구조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업주에게 하도급한 경우, ｢직업안전위
생법｣에 따라 하청업자는 하도급한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228) 다시 말해, 하
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대위 취득하여 ｢직업안전
위생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유
추해 보면, 하도급이 반복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 하도급되었는지와 상관
없이 그 하수급인과 각 단계별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부분에 대해 사
용자로 간주되고, 동시에 그 관계와 지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229)
하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단독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원청업체 또는 발주자와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재하도급 관
계의 존속 중에 재하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하도급인과 지위가
동일하고,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28)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 :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하도
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원사업단위는 직업재해 보상에 대해 하도급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재하도급인인 경우도 동일하다. 원사업단위가 ｢직업안전위생법｣ 또는 관련 안
전위생법규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업재해가 발생한 경
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재하수급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229) 黃越欽(2012), 勞動法新論, 翰盧,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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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을 하
고, 사용자가 제정한 업무규칙(취업규칙)을 준수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업환경의 안전에 대해 일정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
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장소는 다
소 달라지고, 그 노무급부에 대한 업무규칙도 원래의 업무규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기타 동료가 함께 하는 분업의 내용도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하청사업주의 책임

하도급의 경우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업재해
의 발생을 예방하는 규정도 그만큼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으
로는 먼저, 원사용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케 하여 책
임주체를 늘려 근로자 보호효과를 극대화했고, 그다음으로는 사전고지의무
와 계약이행 중의 감독의무로서 책임인의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먼저, ｢노
동기준법｣은 사업단위가 사업을 하도급한 경우, 만일 재하도급한 경우,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각 수급한 부분에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후
수급인과 함께 ｢노동기준법｣상의 직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부
담해야 하는 직업재해 보상의 책임을 연대해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노동기준법 제62조 1항). 그리고 사업단위 또는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재해보상을 한 경우, 그 보상한 부분에 대해 최후수급인에게 구
성청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기준법 제62조 2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은 단지 수급인과 하수
급인만 언급했고, 최후수급인과 함께 사용자의 직업재해보상책임을 연대
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단위를 포함시키지 않
았다. 하지만, ｢노동기준법｣ 제62조 2항은 한 사업단위가 만일 전항의 직
업재해보상을 한 경우, 그 보상의 부분에 대해 최후수급인에게 구상청구
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업단위가 직업재해 연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는 입법상의 흠결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원 노동위원회(현, 노동
부)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한 경우, 타인에게 하도급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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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직업재해에 대해 사업단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최후수급
인과 함께 연대해서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30)
도급인이 ｢노동기준법｣상의 사업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
관건은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했는지 여부에 있고, 사업단위가 만
일 그 사업을 하도급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하도급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도급인은 일반적인 상황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실시하
는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하도급 업무에 대
해 적당한 감독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땅주인인 A와 건축회사 B가 B
가 빌딩을 짓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고, B가 다시 C에게 도급하고, C는
다시 D에게 재도급한 경우, 만일 직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도급인 A에게
직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하는 상황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고,
하도급한 사업은 원사업단위 영업범위의 일부분이고, 만일 원사업단위가
스스로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타인이 완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도급인이 아니므로 그 책임도 일반적인 도급인의 책임과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전술한 법률관계에서 A 그 자신은 건축회사이지만, 그 영
업범위의 일부분을 스스로 작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타인에게 하도급
하고, 더불어 재하도급된 경우, 이때 A는 ｢노동기준법｣ 제62조에서 말하
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한’의 주체가 되고, 본 조에 규정된 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231)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한
1) 직업안전위생법상의 근로자 신고권

구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는 사업단위가 ｢노동안전위생법｣ 또는
230) 劳委会(八一)劳動三字二二二六二號函.
231) 黃越欽(2012), 勞動法新論, 翰盧,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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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전위생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 또는 검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행 ｢직업안전위생법｣은 신고주체
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작업자(工作者)232)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 ｢노동안전위생법｣과 비교하면 ｢직업안전위생법｣의 가장 큰 변화는 모
든 근로자가 직업안전위생과 관련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
위를 근로자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안정위
생법｣ 제39조는 작업자가 (ⅰ) 사업단위가 본법 또는 관련 안전위생의 규
정을 위반한 경우, (ⅱ) 직업병 이환이 의심되는 경우, (ⅲ) 신체 또는 정
신에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233) 또는 노동
검사기구234)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기관 또는 노동검사
기구는 사용자가 강구하는 예방 및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
야 한다. 그리고 전항의 조사는 필요시 당사자 또는 관련인원의 참여를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신고한 작업자를 해고, 전출 또는 기타 불이익
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직업안전위생법 제39조 4항). 만일 이를 위반
한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직업안
전위생법 제45조).
2) 노동검사법상의 근로자 신고권

근로자는 사업단위의 노동법령 준수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사
업단위의 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노동검사법｣은 사업단위
는 노동검사의 결과와 신고사항, 절차,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단위는 전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235)에 (ⅰ)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하는 기구 또는 인원, (ⅱ) 근로자
232) ‘작업자(工作者)’라 함은 근로자, 자영업자 및 기타 작업장소 책임인의 지휘 또
는 감독을 받아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직업안전위생법 제2조 1호).
233) ‘주관기관(主管機關)’이라 함은 중앙은 노동부,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시)는
현(시) 정부를 말한다(노동검사법 제2조).
234) ‘노동검사기구(勞動檢査機構)’라 함은 중앙 또는 직할시 주관기관 혹은 관련기
관이 노동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책임의 검사기구를 말한다(노
동검사법 제3조 1호).
235) ｢노동검사법시행세칙｣ 제39조는 전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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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범위, (ⅲ) 근로자 신고양식 및 (ⅳ) 신고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검사법 제32조).
노동검사기구는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노
동검사원236)(근로감독권)에게 보내 검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14일 이내
에 검사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노동검사법 제33조 1항).
3) 작업중지 및 대피

｢직업안전위생법｣ 제18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급박한 위험
의 발생237)을 발견한 경우, 기타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은 상황
하에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즉시
직속주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 3항은
“사용자는 전항의 근로자에게 해고, 전직, 작업중지 기간에 임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혹은 기타 불이익한 처분238)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사용자
제23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ⅰ) 사업단위가 근로자의 출근을 통제하는 장
소, (ⅱ) 식당, 숙소 및 각 작업장의 공고 장소, (ⅲ)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
의 동의를 얻은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36) ‘노동검사원(勞動檢査員)’이라 함은 노동검사증을 소지하고 노동검사직무를 집
행하는 자를 말한다(노동검사법 제3조 3호).
237) ‘급박한 위험의 발생(立即發生危險之虞時)’이라 함은 근로자가 급박한 응변을
취하거나 혹은 즉시 대피해야 하는 (ⅰ) 설비의 대량 위험성 화학품 유출로 폭
발, 화재 혹은 중독 등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ⅱ) 하천공정, 하천
제방, 방파제 혹은 방죽에 종사하고, 강풍, 폭우 혹은 지진으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ⅲ) 터널 등 건축공정 혹은 관구, 잠항, 갱 등 굴착작업에
종사하고, 낙반, 출수(出水), 붕괴 혹은 유사(流砂)침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ⅳ) 작업장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혹은 가연성 기체의
잔류가 있고, 폭발하한치의 30%에 도달하여 폭발, 화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는 경우, (ⅴ) 탱크 등 내부 또는 통풍이 불충분한 실내 작업장에 중독 또
는 질식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ⅵ) 산소부족 작업에 종사하고, 산
소부족으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ⅶ) 고도 2미터 이상 작업에 추
락방지 시설이 없거나 근로자 적당한 개인방호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는 경우, (ⅷ) 도로 혹은 도로에 인접해 작업에 종사하고, 통제조치
를 하지 않거나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
우, (ⅸ)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
우 등의 상황을 말한다(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25조).
238) ‘기타 불이익한 처분(其他不利之處分)’이라 함은 근로자가 법령, 계약 혹은 습관
상 향유해야 하는 권익의 조치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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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관기관이 이를
인정하며, 노동법령 규정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제한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권한

｢공회법(노동조합법)｣ 제5조 3호는 공회(노동조합)의 임무로 노동안전
위생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
법｣ 등 관련법령은 안전수칙의 제정, 산업재해 조사, 분석 및 기록작성,
근로자가 고발한 내용의 조사 및 처리 등을 산업안전과 관련한 공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전수칙의 제정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은 “사용자는 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239)와 회동하여 적당하고 필요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
하고, 노동검사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와
회동하여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240)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
은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에 규정된 사항241)을 참조해야 한
다.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은 사업단위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전부 혹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26조).
239) ｢노동안전위생법｣ 제25조(현행 ‘직업안전위생법’ 제43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그 수, 자격요건은 현행 법령에 규정이 없다(勞委會(八十)台勞安一字第
三0七三三號函釋, 黃越欽(2012), 勞動法新論, 翰盧, p.656).
240) 사용자는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회동’,
‘노동검사기구에 보고와 검토’ 및 ‘공고’ 등 세 가지 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勞
委會(八十)台勞安一字第二九二0一號函釋, 黃越欽(2012), 勞動法新論, 翰盧, p.656).
241)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는 안전위생 업무수행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
을 근거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사업의 안전위생관리 및 각급의
권한과 책임, (ⅱ) 기계, 설비 혹은 도구의 유지보호 및 검사, (ⅲ) 작업안전 및
위생표준, (ⅳ) 교육 및 훈련, (ⅴ) 건강지도 및 관리조치, (ⅵ) 응급처치 및 구호,
(ⅶ) 방호설비의 표준, 유지 및 사용, (ⅷ) 사고통보 및 보고, (ⅸ) 기타 관련 안
전위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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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부분 사업에 적용하여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성질, 규모에 따
라 각각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에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직업
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2조). 한편, 사업단위마다 작업환경이나 근로조
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과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勞委會(八一)台勞安一字第0九0四四號函
釋).242)
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사업단위에 공회(노동조합)가 있는 경우, 공회가
지명하고,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勞資會議)가 있는 경우, 근로자 측 대
표가 추천하여 선출하며,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여 선출한다(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3조).
2) 산업재해 조사, 분석 및 기록작성

｢직업안전위생법｣ 제37조는 “사업단위 작업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 구호 등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대
표와 회동하여 조사, 분석 및 기록작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함께 발생한 산
업재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3) 근로자 신고내용 조사 및 처리

｢노동검사법｣ 제33조 2항은 “근로자가 공회에 신고한 안건은 공회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서면으로 개선 건의를 사업단위에 보내고, 참조문
을 신고인 및 노동검사기구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
은 “사업단위가 전항의 개선건의를 거절한 경우, 공회는 노동검사기구에
검사실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직업안전위생위원회를 통한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 권한

｢직업안전위생관리방법｣ 제10조를 근거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단위는 ‘직업안전위생위원회(職業安全衛生委員)’를 설치
242) 黃越欽(2012), 勞動法新論, 翰盧, p.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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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직업안전위생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대표 등 위원 7인 이상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을 차지해
야 하고, 근로자대표는 사업단위에 공회가 있는 경우, 공회가 지명하고,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勞資會議)가 있는 경우, 근로자 측 대표가 추천
하여 선출하며, 공회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여 선출한다(직업안전위생관리방법 제11조).
직업안전위생위원회는 분기별로 적어도 한 차례 회의를 열고, (ⅰ) 사용
자가 제정하려고 하는 직업안전위생정책에 대해 건의, (ⅱ) 직업안전위생관
리계획의 협조, 건의, (ⅲ) 안전, 위생교육훈련실시계획 심의, (ⅳ) 작업환경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결과 및 집행한 조치의 심의, (ⅴ) 건강관리, 직업
병 예방 및 건강촉진 사항 심의, (ⅵ) 각종 안전위생 제안 심의, (ⅶ) 사업단
위 자동검사 및 안전위생 검사사항 심의, (ⅷ) 기계, 설비 혹은 원료, 재료
위험의 예방 조치 심의, (ⅸ) 직업재해 조사보고 심의, (ⅹ) 현장안전위생 관
리성과의 심사, (ⅺ) 도급업무안전위생관리 사항 심의, (ⅻ)기타 관련 직업
안전위생관리 사항 등을 처리해야 한다(직업안전위생관리법 제12조).

4. 사내하도급에서 국가의 역할
가. 법을 통한 하도급 재해예방

대만에는 하도급 재해예방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법령이 있
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
독관 집무규정｣에 해당하는 ｢노동기준법(勞動基準法)｣과 ｢직업안전위생
법｣, ｢노동검사법｣ 등에서 하도급 재해예방과 관련된 내용 등을 규정하
고 있다. 특히,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단일법률로서 근로자를
보호의 주체로, 사용자를 의무의 주체로 하여 사내하도급 재해예방을 포
함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강구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도급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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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72년 페이꺼(飛歌), 싼메이(三美) 전자회사와
기룡(基隆) 타이완 조선소에서 잇달아 대규모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대
만정부는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근로자의 안
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행정원 내정부는 외국의 관련 법제와 당시 대만의 상황을 고려
하여 1974년 4월 16일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7월 3일
대만정부는 ｢노동안전위생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직업안전위생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직업안전위생법｣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총 6개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총칙과 부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장은 안정위생시설, 안전위생관리, 감독과 검사 및 벌
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직업안전위생법｣은 기존
의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991년 제정된 ｢노동
안전위생법｣ 제4조는 비교적 위험하거나 혹은 유해한 사업에 이 법을 적
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림어목업, 광업 및 토석채취업, 제조업, 건축
업, 수력가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요식여행업, 기계설비임대업, 환경
위생서비스업, 대중방송업, 의료보건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세탁염색업,
국방사업 등 14개 업종과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사업을 적용대상
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4조는 적용범위를 모든 업종
으로 확대해 보장대상이 종전 670만 노동자(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획득하는 자)에서 1,067만 ‘업무자(工作者)’(노동자, 자영노동자
및 기타 업무장소 책임인 지휘 혹은 감독을 받아 노동에 종사하는 인원,
예를 들어 지원자, 직업훈련생 등)로 확대되었다.243)
대만의 현행 산업안전위생과 관련된 법제도, 예를 들면, ｢직업안전위
생법｣, ｢노동검사법｣은 모두 국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보호법의 범위에
속하고, 법적 성질은 공법에 해당한다. 법률관계의 구조로 보면, 먼저 국
가가 노동보호자의 입장에 서서 ｢직업안전위생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
용자를 감독하고, 사용자에게 안전위생시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
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감독하고, 근로자는 안전수
칙에 따라 기계를 조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노동검사법｣에
243) 徐婉寧(2015), ｢職業安全衛生法之現況與展望｣, 萬國法律 No.199,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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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산업안전과 관련된 각종 내용들을 감독검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동검사, 대행검사 등 보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을 중심으로 대만의 산업
안전, 재해예방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감독 및 검사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의 주된 규율대상은 사용자이다. 하지만, 국
가는 산업안전 보호의 주체로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강제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
건을 책임지는 주관기관은 중앙은 노동부,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시)
(縣(市))은 현(시) 정부가 된다(직업안전위생법 제3조). 주관기관 및 노동
검사기구는 사업단위를 검사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위반
을 고지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큰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직업안전위생법 제36조 1항). 즉, 생
존권, 노동권 및 관련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는 일정한 행정조치와 입법
의무를 책임짐으로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은 아니고, 국가는 사용자에 대한 감
독, 관리, 교육훈련 및 법제도의 책임을 부담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업안전위생법｣ 제36조는 “주관기관 및 노동
검사기구는 각 사업단위 업무장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주관기관 및 노동검사기구는 직업안전위생의 감독 및
검사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행검사기구244) 또는 대행검사인
원245)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보고, 기록, 장부, 문건 및 설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44) ‘대행검사기구’라 함은 중앙주관기구가 위험성 기계 또는 설비검사를 하기 위해
지정한 행정기관, 학술기구, 공영사업기구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함(노동검사법
제3조 2호).
245) ‘대행검사원’은 대행검사증을 소지하고 대행검사 직무를 수행한 인원을 말함(노
동검사법 제3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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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검사(근로감독)를 통한 재해예방
1) 대만 노동검사제도의 연혁 및 노동검사기구의 유형

대만정부는 ｢직업안전위생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검사제
도｣를 마련했다. 대만정부는 1993년 ｢노동검사법｣ 제정 전, 노동검사는 ｢공
장검사법(工廠檢査法)｣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되었다. ｢공장검사법｣ 제1
조는 “이 법은 공장의 검사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
동기준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범위가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면
서 ｢공장검사법｣이 노동검사의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
았다. 따라서 ‘노동법령의 철저한 집행, 노사 쌍방 권익의 보호, 사회안전
및 경제발전’을 핵심목표로 하는 ｢노동검사법｣이 1993년 2월 3일 제정되
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검사와 관련된 업무는 중앙주관기구(노동부) 또는 수권에 의해 직
할시 주관기관(직할시 정부) 또는 관련 기구에 전문적으로 설치된 노동
검사기구가 담당하고, 중앙주관기구는 노동검사와 관련된 정책수립, 법
규제정 및 업무감독 등을 책임진다. 노동검사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주관기구 직속의 노동사무
부문 즉, 북구직업안전위생센터(北區職業安全衛生中心), 중구직업안전위
생센터(中區職業安全衛生中心) 및 남구직업안전위생센터(南區職業安全
衛生中心)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앙주관기구의 수권에 의해 지방의
노동사무부문, 예를 들면 타이베이시 정부 노동국의 노동검사처, 까오슝
정부 노동국의 노동검사처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중앙 직속의 비노동
사무부문, 예를 들면 경제부 가공수출단지 관리처, 과학공업단지 관리국,
중부과학공업단지 관리국 및 남부과학공업단지 관리국이 관할하여 처리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공업단지 관리국과 중, 남부과학공업단지 관리국 및 경제
부 가공수출단지 관리처는 각각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 및 경제부 산하
에 있지만, 노동검사업무는 행정원 노동부가 계획하고 지도한다. 또한,
경제부 광무국은 탄광안전검사를 처리하고, 경제부가 계획하고 지도한다.
탄광위생 및 노동조건검사는 여전히 행정원 노동부의 북구, 남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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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노동검사기구의 조직도

자료: 대만 노동부, ｢노동검사연보(2013)｣(http://www.osha.gov.tw/cht/index.php?code=
list&flag=detail&ids=272&article_id=1697, 최종검색일 : 2015년 10월 5일).

직업안전위생센터 및 직할시 검사기구가 처리하고, 행정원 노동부가 계
획하고 지도한다.
2) 노동검사(근로감독)의 주요 업무내용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노동검사(근로감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직업안전과 위생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노동검사의 범위는 (ⅰ) ｢노동
검사법｣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집행해야 하는 사항, (ⅱ) 노동기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ⅲ) 직업안전위생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ⅳ)
기타 노동법령246)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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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 제4조).
이를 통해 대만의 노동검사는 주로 ｢노동기준법｣ 및 ｢직업안전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검사를 집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
검사의 범위는 ｢노동기준법｣, ｢직업안전위생법｣상의 검사 이외에 ｢노동
검사법｣ 및 ｢노동보험조례｣, ｢종업원복지금조례｣, ｢취업서비스법｣ 등 법
령상의 규정사항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노동검사의 범위와 검사의 핵
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검사법｣은 ‘검사를 집행해야 하는 사항’을 노동검사 직무범
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먼저, 위험성 업무장
소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심사,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따라서 이하의 업
무장소는 검사기구 심사 신청 혹은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가 (ⅰ) 석유제해에 종사하는 석화공업의 업무장소, (ⅱ) 농약제조 업무장
소, (ⅲ) 폭발연화공장 및 화약류 제조공장장소, (ⅳ) 고압기체류 압력 용
기 또는 증기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압력 또는 용량이 규정에 이르
는 업무장소, (ⅴ) 제조, 처치, 사용위험물, 유행물의 수량이 규정에 도달
한 업무장소, (ⅵ) 중앙주관기관과 사업주관기관이 논의해서 지정한 건축
공정의 업무장소 등 이러한 장소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노동기준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ⅰ) 임금, 근로시간, 휴식휴가
등, (ⅱ) 아동, 여성 특별보호사항, (ⅲ) 근로자 퇴직, 해고규정 및 퇴직준
비금 배정 및 급여현황, (ⅳ) 업무규칙 관련 규정 등이 있다.
셋째, ｢노동안전위생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크게 (1) 안전위생시설, (2)
안전위생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위생시설과 관련
된 내용은 (ⅰ) 업무장소 발생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위생시설, (ⅱ)
노동자 취업장소에 노동자 건강 보호 및 안전시설을 위한 규획 및 필요
조치, (ⅲ) 노동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는 기계도구의 방호표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ⅳ) 위험성 기계 또는 시설이 검사합격 후 재사용 여
부, (ⅴ) 고온장소 작업, 이상기압작업, 정밀작업, 고가작업 및 중노동 등
특수 위험이 있는 작업, 휴식 상황 등이 있고, 안전위생관리와 관련된 내
246) ‘기타 노동법령’이라 함은 노동보험, 노동복지, 취업서비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말함(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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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ⅰ) 위험직무제도, 작업환경측정의 규획과 실시, (ⅱ) 직업재해 방
지 계획의 제정과 추동 상황, (ⅲ) 안전위생조직, 인원의 설치 상황, (ⅳ)
자동검사, 건강검사 처리 상황, (ⅴ) 도급관리의 위해고지, 협의조직의 처
리 상황, (ⅵ) 아동, 여성 위험성 혹은 유해성 업무 종사 상황, (ⅶ) 노동
안전위생교육 훈련 처리 상황, (ⅷ)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제정과 내용 등
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노동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1) ｢노
동보험조례｣상의 노동보험과 관련된 사항, (2) ｢종업원복지금조례｣상의
종업원복지금의 배정, 운용 현황, (3) ｢취업서비스법｣상의 외국근로자 관
리, 업무상황 등이 있다.
상술한 노동검사원의 직무범위에서 보면, 노동검사원이 직무범위는
주로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동검사원의 직무범
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업무범위가 노동조건검사, 안전
위생검사 및 기타 노동법령 검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
직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직업재해에 대한 조사도 노동검사원이 진행해
야 한다.
3) 노동검사원(근로감독관)의 자격요건

노동검사원(勞動檢査員)은 노동검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인원을 말
한다. ｢노동감사법｣, ｢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중에 노동검사원의 자격조
건, 임명절차, 직무와 책임 및 업무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검사법｣ 제3조 3호는 노동검사원을 “노
동검사증을 가지고 노동검사 직무를 집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
만정부는 ‘노동검사원 임용 및 전문훈련방법(勞動檢査員遴用及专业训练
办法)’을 제정하여 노동검사원의 자격조건 및 임용 후의 전문훈련에 대
해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노동검사원의 임용자격과 선발에 대해 더
욱 과학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다. 동시에 노동검사원의 훈련에 대
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검사원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요구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검사원의 임용에 대해 ｢노동검사법｣
제8조는 “노동검사원의 임용은 공무원 적용 관련 법령의 규정 이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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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준은 중앙주관기관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검사법｣ 제9
조는 “노동검사원은 전문훈련247)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훈련의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검사원의 자격과 임용
조건에서 보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노동검사(근로감독)의 종류 및 실시 현황

노동검사 실시방법은 근로조건 특별안건 검사, 노동안전위생 특별안건
검사, 교차검사, 신고진정안 검사, 직업재해안 검사 및 일반검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검사기구는 사업단위에 대해 노동조건 검
사 16,619건, 안전위생검사 102,286건, 기중승강기 검사 38,237건(대행검
사기구의 정기검사 34,478건 포함), 보일러 검사 7,403건(대행검사기구의
정기검사 6,482건 포함), 압력용기검사 30,841건(대행검사기구의 정기검
사 26,086건 포함), 고압기체 특정설비검사 31,368(대행검사기구의 정기
검사 27,411건 포함), 고압기체용기검사 4,477건(대행검사기구의 정기검
사 4,000건 포함)을 실시했다. 광산 방면에서, 검사범위가 모든 탄광으로
확대되고, 갱내의 안전검사를 중점검사로 2,194건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근로조건 검사 7건, 위생검사 145건이 실시되었다.248)
5) 노동검사원의 권한－행정조사권과 작업중지권

현재 대만 노동검사원 권한과 관련된 법령은 ｢노동검사법｣, ｢노동안전
위생법｣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동검사원은 행정조사권은 있지
만, 사법경찰권은 없다. 노동검사원은 주로 (1) 행정조사권, (2) 작업중지권
등을 가진다. 먼저, 행정조사권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검사법｣ 제14조 1
항은 “노동검사원은 검사직무를 위해 수시로 사업단위에 출입할 수 있고,
사용자, 사용자 대리인, 근로자 및 기타 관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247) ‘전문훈련’이라 함은 신입인원의 업무전 훈련, 현직인원의 재직훈련 및 연수훈
련을 의미함(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8조).
248) 대만 노동부, ｢102年勞動檢查年報｣(http://www.osha.gov.tw/cht/index.php?code=
list&flag=detail&ids=272&article_id=714, 최종검색일 : 2015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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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업단위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노동검사원의 노동검사를 거절한다면, 노동검사원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단위 또는 행위자에 대해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검사원은 ‘작업중지권’
을 가진다. ｢직업안전위생법｣ 제36조는 “주관기관 및 검사기구는 각 사업
단위 업무장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반법령조문을 고지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개선명령을 해
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을 하지 않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거
나 혹은 직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조업중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검사법｣ 제27조에서
제29조는 전술한 ｢직업안전위생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만일 사업단위가
전술한 법령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업안전위생법｣ 제41조 1항 3호의 규
정 즉, 중앙주관기관 또는 노동검사기구가 제36조 1항에 의거 발동한 조
업중단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18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검사법｣ 제34조
도 ｢노동검사법｣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검사법｣ 제34조 2항은 “법인
의 대표인,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및 기타 종업원이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과는 별도로 법인 또는
자연에 대해 전항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
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혹은 사업단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검사기구는 서면으
로 사업단위를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해야 하고, 사업단위는 작업중
지 명령의 원인이 소멸한 후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 대만의 ｢노동검사법｣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검사원은 사업단위에 작
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즉시 작업중지를 하지
않으면 재해 확대를 피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 재해발생 장소에 대해 서
면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사업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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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한다(노동검사법 제27조 후단). 둘째, 노동검사기구가 노동검사원
을 보내 각 사업단위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위생검사를 실시할 때 근로자
에게 즉시 발생할 위험249)이 발견된 경우, 그 장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단위에 대해 미리 작업중지를 시켜야 한다(노동검사법 제28조). 셋
째, 노동검사원은 사업단위가 노동검사기구의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사항을 처리하고 않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소
속 노동검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검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업중지 시켜야
한다(노동검사법 제29조).
노동검사기구는 ｢노동검사법｣ 제27조에서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단위의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작업중지 기
간은 노동검사기구가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33조 1항). 전부 작업중지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주관기관
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33조 2항). 노동검사기구
는 작업중지 명령서에 (ⅰ) 작업중지 처분을 받은 사업단위 및 사용자의
명칭과 주소, (ⅱ) 법령근거, (ⅲ) 작업중지 사유, (ⅳ) 작업중지 기간, (ⅴ)
작업중지 범위,250) (ⅵ) 작업재개 신청의 조건 및 절차, (ⅶ) 작업중지 처
분의 집행 기구 등을 기재해야 한다(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34조 1항).
또한, 노동검사기구는 ｢노동검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단위의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시 작업중지 범위에
작업중지 명령서를 첨부하고, 동시에 명백히 알 수 있는 경고 또는 금지

249) 구 ｢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32조는 ‘노동자에게 즉시 발생할 위험’의 상황을
(ⅰ) 시설로부터 대량위험물 또는 유해물의 누출되어 이로 인해 화재, 폭발 또
는 유해물 유출로 노동자에게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 (ⅱ) 터널 공사공정
에서 낙석, 누수, 붕괴, 가연성 또는 유행성 기체 발생으로 노동자에게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 (ⅲ) 탱크 등 내부, 통풍이 불충분한 실내 작업장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위험장소의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장소 통풍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위해물 오염 또는 산소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상
황, (ⅳ)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경우 등 네 가지 상황을 말한다고 규정했
지만, 현행 ｢노동검사법 시행세칙｣은 이 규정을 삭제했음.
250) 필요시 도표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상세하게 작업중지 범위를 밝혀야 함(노동
검사법 시행세칙 제3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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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식으로 작업중지 구역을 표시해야 한다(노동검사법 시행규칙 제35
조).
｢노동검사법｣ 제27조에서 제29조 규정에 의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단위는 작업중지의 원인이 소멸한 후, 노동검사기구에 작업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노동검사법 제30조). 사업단위의 규정에 따른 작업재개
의 신청은 노동검사기구가 작업중지 원인의 소멸을 조사하여 확증한 후
서면으로 그 작업의 재개를 통지해야 한다. 작업재개 통지 시에는 (ⅰ)
작업재개의 사업단위, 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 (ⅱ) 작업재개 일자, (ⅲ)
작업재개의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36
조).
6)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노동검사(근로감독)

노동검사기구는 사업단위 업무장소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노동검사원을 보내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산업재해의 원인 및 책
임을 조사해야 한다(노동검사법 제27조 전단). ｢노동검사법｣에서 말하는
중대 산업재해라 함은 (ⅰ)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ⅱ) 재해발생의 이
재민수가 3인 이상인 경우, (ⅲ) 암모니아, 염소, 불화수소, 포스켄, 황화
수소, 이산화유황 등 화학물질의 누출로 1인 이상의 이재 근로자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ⅳ)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 공고한 재해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31조).
한편, ｢직업안전위생법｣ 제37조 2항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산업재해를 조사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단위에 (ⅰ) 사망재해 발생, (ⅱ)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 수가 3인 이
상인 경우, (ⅲ)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수가 1명 이상이고, 입원치료가 필
요한 경우, (ⅳ)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 공고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
우, 사용자는 8시간 내에 노동검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노동검사기구는
상술한 보고를 받은 후, 사망 혹은 중상의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소에 검
사원을 보내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전위생법｣
제38조 1항은 “작업자가 사업단위가 본법 혹은 관련 안전위생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았을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 또는 노동검사기구에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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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대재해 발생건수(2000～13년)

자료 : 대만 노동부, ｢노동검사연보(2013)｣(http : //www.osha.gov.tw/cht/index.php?
code=list&flag=detail&ids=272&article_id=714, 최종검색일 : 2015년 9월 20일).
[그림 3-7] 중대재해 사망 천인율(2004～13년)

자료 : 대만 노동부, ｢노동검사연보(2013)｣(http : //www.osha.gov.tw/cht/index.php?
code=list&flag=detail&ids=272&article_id=714, 최종검색일 : 2015년 9월 20일).

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신고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는 작업장소에 ｢직업안전위생법｣ 또는 기타 안전위생의 규정에 위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 또는 노동검사기구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기관 혹은 노동검사기구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근로자 보호의 의무가 있고, 더불어 노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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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결
지금까지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 및 ｢노동기준법｣ 등 대만의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의 산업안전과 재해보상에
있어 사용자, 근로자 및 국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대만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직접적인 주체는 사용자
와 국가이다. 반면, 근로자는 산업안전 관리체계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피보호자이고, 의무와 책임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다. 즉,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대부분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국가는 산업
안전 보호의 주체로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강제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작업중지 및 대피(제18조), 근로자 신고권(제39조) 등의 권리를 가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자(作業者, 근로자, 자영업자 및 기타 작업장소
책임인의 지휘 또는 감독하에 노동에 종사하는 자(직업안전위생법 제2조
1호)는 사용자가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산업안전법령을 위반한 경
우, 사용자, 주관기관 및 노동검사기구에 신고할 수 있고, 근로자 업무수
행 중 급박한 위험의 발생을 발견한 경우, 기타 작업자의 안전 상황에 영
향을 주는 않은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
피해야 하고, 즉시 직속주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해
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을 두어 산
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안전위생법｣ 제
25조는 하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하도급인에게 ｢직업안전
위생법｣상의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에서 28
조의 규정은 하도급 공정에 있어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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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26조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
우, 사전에 하도급인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 위험요인과 ｢직업
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규정상의 조치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청업체의 위험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발
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하도급인에게 전적
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제27조는 사업단위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각 근로자
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단
위는 협의체의 구성, 작업장소 책임자 지정, 업무의 협조와 조정, 작업장
소의 순시, 기타 산업재해를 예방한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소정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작업에 있어서 원사업단위의 필요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제25조)으로 하고,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동
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하도급 공정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안전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을 고려하여 원청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28조는 2개 이상 사업단위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
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고, 그 대표자를 그
공정의 사업주로 간주하여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사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하도급 공
정의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주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방식은 우리나라의 2개 이상 건설업체가 공동 도급해 시공하는 건설공사
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는 공동이행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74년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은 2013년 7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직업안전위생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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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전위생법｣과 비교하면 ｢직업안전위생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그 적용
범위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업
장소 책임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고
용형태의 근로자로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상의 사용자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근로
자가 꺼리는 유해, 위험한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
업안전에 있어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하지만, 하도급 근로자의 실질
적인 작업환경은 원청사업자가 결정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사업자의 책임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
려하여 대만정부는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와 재해예방 대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인 고
용관계가 있는 자로 ｢산업안전위생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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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의 취약성과 외국의 법제도

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의 취약성
우리나라에서 사내하도급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원청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들이 한 사업장 내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점
에서 동일하지만 법률적․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소속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많다. 즉 노무도급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된 문
제제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제조업 중대 산업재해의 피
재근로자가 대부분 사내하도급 소속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제조업 사
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같은 장소
에서 일하는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의 사람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제기
는 주로 건설업에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제조업 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산업안
전보건법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정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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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배권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한 원칙이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적절치 않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
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
는 어렵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
청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 근로자와
원청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공법상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외국에서 취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내용과
한국 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국
의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를 줄이기 위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2. 각국의 사내하도급 산업안전관련 법제도
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체계의 포괄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체계의 포괄성이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
무가 자신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더 넓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사업주의 안전보
건상의 의무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에 대한 특
별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예이
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에 따르면, 사
업주의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
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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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제4편(산업안전) 제1권(총칙)
제1장(적용범위) 제1절(적용범위) 제5조에 따르면, 작업장의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
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사람이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원칙적으로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정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공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의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제29
조, 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25～28조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를 규정한 조
항이다.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별도로 규제할 경우, 그
내용은 주로 안전에 대한 정보의 사전제공 및 안전교육, 산재예방을 위
한 원하청 공조 등의 내용을 지닌다.
나. 사업주의 의무
1) 안전에 대한 정보 사전제공 및 안전교육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전교
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괄적 규정에 포함되든지, 특별 규정에 포함
되든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주요한 부분이
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사업 내에 다른 사용자
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취
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기
간 중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각 업무형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안전법 제29조도 특정 원사업주의 경우, 그 근로자 및 관
계수급인의 근로자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며, 제4항에서 관계수
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지도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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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 제26조에서도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도급
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업
주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 위험요인, 직업안전위생
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 등에 대해 사전고지를 해야 하고, 만
일 하도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하
도급인은 재하도급인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재하도급인도 동일하다
고 하고 있다.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L4121-1조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정기
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안전교육은 사용자가 직접 채
용하는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게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여 하청근로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
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보
면,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안전
과 보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하도급 근로
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통해서 원청사업주는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해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안전교육의 의무주체는
하수급인으로 하고 있으며, 원청은 이에 대한 지도와 지원만을 담당하도
록 되어 있다. 이는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프랑스나 영국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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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청 사전 공동조사 및 예방 공조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
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협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
범위, 정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해예방기관인 직종별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기업의 활용”이라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의 2문에서는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상호간 그리고 그 취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근로제공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조율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노동안전법 제30조 제2항을 보면, 특정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
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의 특정 원사업주 조항을 보면,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
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간의 연락 및 조
정 실시, 작업장소의 순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만의 경우,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를 통하여 원청업체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청업체는 협의조직을 설치하고 작업장소 책임자를 지
정하는 동시에 산재예방을 위한 필요사항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전위생법 제23조와 직업안전위생법 시행세칙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업안전위생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데, 그 계획에는 하도급 관리 및 변경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원청업체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
급할 경우, 하도급과 관련한 직업안전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는 의미이다.
산업안전보건 법규가 포괄적인 프랑스의 경우,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
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
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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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 4512-2조).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
체는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
동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 4512-6조). 그리고 이때 원청기업
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에
건설업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와 도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
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과 보건을 보장할 의무를 가
지고 있는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갖
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
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규
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
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
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근로자의 참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근로자의 역할을 찾아보면, 근로자대표 혹은
산업안전위원회의 형태로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있다.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도
급 업체의 근로자대표의 역할보다는 원수급 업체의 근로자대표가 하도급
업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각국의 산
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 참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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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뿐만 아니라 하청사업 내에 각각 근
로자대표가 있다. 원청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결정 및 조치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하청사업주가 이를 행하는 경
우에는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원청
사업 내 근로자대표에게는 원청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
청사업주의 근로자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권한이 인정된다.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는 원청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거나 원청사업주의 지
시를 받지 않는 자(예컨대,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하여
도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 내 근로자대표(Betriebsrat)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독일사업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근로자
대표의 임무와 관련하여 사업 내 외부인력(Fremdfirmenbeschäftigten)
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
용자 간의 협력 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
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또한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인 임무에 해당한다(사
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제9호 참조).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 책임자(verantwortliche Person)
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
인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는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원청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도
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
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
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
야 한다(노안칙 제23조 ②). 사업주는 의장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
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여야 한다(노안법 제17조 ④, 제18조
④, 제19조 ④).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작업상
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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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원회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는 노동조합의 임무로
규정된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근거
로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 등 관련 법령은 안전수칙의 제정, 산업
재해조사, 분석 및 기록작성, 근로자가 고발한 내용의 조사 및 처리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는 안전
대표자와 안전위원회이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
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
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안전대표자는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안전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안전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사
업주는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
전위원회는 안전대표자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양자는 서로의 임면 혹은
설치와 해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전위원회의 기능도 노사의 합
의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의 조사, 사업주의 안전 관련 보고서
의 검사, 근로자 휴무원인 검토,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검
토, 안전보건 경영체계의 감독 등이다. 한편 안전위원회는 사업장에 조직
되어 있는 노사문제와 관련한 다른 위원회와 독립한 조직으로서 기존의
위원회에 해당 기능을 덧붙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가 된다.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는 노동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L.4611-1조 이하). 프랑스 노동안전위원회는 상시근
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충
처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거나 사업장끼리 서로 합쳐서 하나의 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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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
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
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대표기구이다. 사내하도급
과 관련한 근로자 참여 내용을 살펴보면,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
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기업의 사업
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노동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
체협약으로 정한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4523-11조). 이때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는 원청 위원회의 종업원 위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4514-7-1조).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회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
한을 갖는다.
한국의 경우는 산업안전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에 관
한 원하청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
안전보건법 제29조의 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리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공사금액 120억 원 이
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시행
령 제26조의 2).
라. 정부의 감독

일본의 경우,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지침을 정해 원사
업주의 이행 및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한다. 안전에 관한
감독행정은 원사업주와 사내하도급의 구분 없이 산재예방에 상당한 관심
을 갖고 있다.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조선소 등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국장이 사업주를 소집하여 산재예방을 촉구하는 정부의 견해를 전달
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주에 대하여 자
주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체제이다. 일본은 일원적인 감독체계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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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준수를 중시한다. 일본의 경우, 한국 산업안전
보건법 제28조와 같이 직접적으로 ‘유해작업 도급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급인에 대해서 발주자(원사업주)의 위법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
다(노동안전위생법 제31조의 4).
독일의 경우, 연방주가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두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회인 산업안전 및 안전공
학위원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조치
를 조율한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하여 언제, 어떠한 범위
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예컨대 사업장 전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는 정기 또는 수시감독, 위험정도, 사업규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
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
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의 재해보험기관은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
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해보험기관의 기술
감독관은 사회법전 제14조 이하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실시와 관련
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재해보험기관은 사회법
전 제7권 제19조에 근거하여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6조에 따른 협력의무의 실행을 명할 수 있다.
영국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한
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 변경, 공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이때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
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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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
롯되었다.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
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때 발령한다.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근로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전반적으로 감
독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행정관이다(L.8112-1조 이하). 건설현장
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중지도 포함된다. 한
편 노동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
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
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한 기계 및 물질의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
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
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
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51조 제6항). 또한 고용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조치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
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51조 제7항).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
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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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
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2 제1항).

제2절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국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용자가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자신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나아가 근로자 이
외의 자로서 사업장에 관여한 타인(제4조)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
게 인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달리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장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도급의 형식으
로 이루어지는 사업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대대적으로 하지 아니
하여도 충분히 기존 법제의 해석과 운영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일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려울 경우, 현행 도급인의 의무 규
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
건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
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
29조) 등을 통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조항 중 제29조가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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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항인데, 향후 이 조항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에 대한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고 법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
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
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
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
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위
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에 벌금 외에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징역이라는 자유형이 부과되는 것처럼
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도 벌금 외에 자유형을 부과
할 필요가 있다.

3. 안전보건위원회 실질화
한국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을 안전보건위원회로 설정
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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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충분
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
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
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
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공사금
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
하고 있다(시행령 제26조의 2).
이는 근로자의 매우 제한적인 참여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안전문제
를 공사금액으로 제한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제조업 사내하청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
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
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안전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및 조사, 공동 안전교육 실시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
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험을 예
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
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
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
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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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
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
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5. 노동감독의 강화 및 작업중지권 고려
최근 작업중지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소개되는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위험에서 격리시키기 위하여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작업중지권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
부 장관이 작업중지권을 명할 근거는 갖고 있지만,251) 이 권한이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있지는 않다. 이를 실질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
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
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51조 제6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
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
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2 제1항).
이는 현행의 산업안전법에서도 세세한 곳에서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

251)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조치명
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
할 수 있다(제5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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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사고가 빈발
하는 것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큰 이유들 중
의 하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들
이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를 앞에서는 원청사업주
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고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고(2015
년 1월 현재 391명), 이들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
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수
를 늘리고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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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 : 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
(基発 제267호의2 1995.4.21.)

이 지침은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방안으로 원사업주 및 관계수급인이 함께 강구해야 할 지침이다.

Ⅰ. 건설현장의 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작성 : 회사의 기본방침(안전보건관리 기본
방침, 안전보건관리 중점 실시계획), 작업장 안전목표, 작업장 안전보건
중점대책,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 추진조직도, 안전활동계획,
작업장특설 규약, 그밖에 재해방지협의회 규약, 긴급시 연락 조직도, 방
화관리 조직 편성표, 자체소방조직 편성표, 방화관리 점검기준 등
(2) 과도한 중층 하도급의 개선
(3) 도급계약에서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책임자 및 그 비용 부담자의
명확화 등 :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물체의 파편․낙하
에 의한 재해방지용 안전망 설치, 안전띠를 채우는 시설의 설치, 차량형
건설기계 사용 시 접촉방지를 위한 유도원 배치, 관계수급인 작업장에
배치된 안전보건추진자 등이 실시하는 작업장소 순찰, 원사업주가 실시
하는 안전대회 등 참여, 안전을 위한 강습회 등에 대한 참여 등
(4) 원사업주에 의한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의 파악 등
(5) 작업순서 및 절차서의 작성
(6) 협의체의 설치․운영
(7) 작업 간 연락 및 조정
(8) 작업장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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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규 입장자의 교육
(10) 신규 관계수급인에 대한 조치
(11)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 회의 실시
(12) 안전시공 사이클 활동 실시
(13) 반장회(팀장 회의) 설치
(14)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사항 : 과도한 중층 하도급 개선, 도급계약
에서 산업재해 방지 대책 책임자 및 그 경비 부담자의 명확화, 관계수급
인 및 그 근로자에 관한 사항 등의 통지, 작업 절차서 작성, 협의체 참여,
협의 결과의 주지, 작업 간의 연락 및 조정 사항의 이행관리, 신규 입장
자의 교육 실시(퇴장교육의 실시),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 회의 실시, 반
장회 설치 등

Ⅱ. 지점 등 토목현장에서의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 작성
(2) 중층 하도급의 개선을 위한 사내 기준 설정 등
(3) 공동기업체의 구성 사업자에 의한 안전관리의 기본사항에 대한 협의
(4) 총괄안전보건책임자 및 원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5) 시공계획의 사전 심사체제의 확립
(6) 안전보건 순찰실시
(7)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8) 원사업주에 의한 관계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 상황 등의 평가
(9)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사항 : 안전보건관리 계획 작성, 안전보건추
진자의 선임,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안전보건 순찰실시, 산업재해 원인조
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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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 :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基発 第0801010号 2006.8.1.)

Ⅰ. 취지 및 적용범위
1. 본 지침의 취지

조선업은 종래부터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
있는 원사업주에 대하여 연락조정 실시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에서는 분사화의 진전 등으로 업무도급이 증가하
고 있으며, 원사업주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이하 ‘혼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라 한다)의 발생이 우려되어 원사업주에 의한 철저한 총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지침은 조선업 원사업주 및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방지를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사업주에 의해(관계수급인도 포함) 사업장 전
체에 걸친 안전보건관리(이하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라 한다)를 확립하
기 위해 원사업주 및 관계수급인의 각자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사항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2. 본 지침의 대상

본 지침은 조선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주(이하 본 지침에서 ‘원사
업주’라 한다) 및 관계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업주가 설비보수 전부를 건설사업주에게 발주하는 경우 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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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전부를 발주하고 자신은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는 원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2의 9 및 12의 (1) 등 법령에 따라 주
문자가 실시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Ⅱ. 원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사항
원사업주는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
시한다.
1.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확립 및 계획적인 실시
(1) 총괄안전보건책임자의 선임 등

원사업주에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원사업주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
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상시 50명 이상인 경우 총괄안전보
건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 간 연락조정 등 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서 열
거하는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

원사업주는 산업재해 방지대책으로 실시해야 할 주요사항(관계수급인
에 대하여 실시할 사항을 포함한다)을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주지시킨다. 또한
안전보건계획에 따라 산업재해 방지대책을 실시한다.
2. 작업 간 연락조정의 실시

원사업주는 혼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원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상호간,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법 제30조 제1항).
작업 간 연락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혼합작업의 내용에 따라 달리하지
만, 다음 표 좌측 란의 사항에 대하여 우측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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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업 간의 연락조정의 구체적인 실시는 작업발주 시 미리 작업지
시서에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수급인에게 통지하고, 현장
에서 작업시작 전 협의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가) 한 작업에 사용되는 일련의 기계 등에 각각의 작업 시작 또는 종료에 관한
대해 어느 관계수급인 운전을 하고, 연락, 작업시간대 제한 등의 조치
다른 관계수급인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나) 여러 관계수급인 각각 차량형 하역운 작업 경로 제한, 작업시간대 제한 등
반기계 등을 이용한 화물운반 등의 작 의 조치
업을 하는 경우
(다) 관계수급인이 용광 등 고온용융물의 주위에서 작업에 관련된 범위 제한
운반 등 주위에서 화재 등의 위험이 등의 조치
있는 작업을 하고, 다른 관계수급인이
그 주위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관계수급인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 통풍 또는 환기, 방폭구조에 의한 전
장작업을 하고, 다른 관계수급인 용접 기기계기구의 사용 등에 대한 지도,
작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
작업을 하는 경우
(마) 관계수급인이 물체의 낙하를 수반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 다른 관계
수급인이 그 아래 장소에서 다른 작업
을 하는 경우

낙하방지조치에 관한 지도, 물체낙하
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 또
는 해당 장소에서 작업시간대 제한
등의 조치

(바) 관계수급인이 다른 관계수급인도 사용 이를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연락, 필
할 통로 등에 설치된 난간을 분리할 요한 재해방지조치에 대한 지도 등의
경우, 설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경 조치
우등
(사) 관계수급인 화학설비를 개방하여 해당
화학설비의 내부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다른 관계수급인이 그 주위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화학물질 등의 누설방지에 관한 지
도, 작업시간대 제한, 법 제31조의2의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

(아) 그밖에 원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및 관 해당 혼합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
계수급인이 서로 혼합작업을 할 경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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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조직의 설치 및 운영

원사업주는 원사업주 및 모든 관계수급인 참가하는 협의조직을 설치
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할 필요가 있다(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또 그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협의조직의 협의결과를 주지시킨다.
또한 기계 등을 도입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사업주 또는 관계수급인의
작업을 크게 변경한 때, 관계수급인이 변경된 경우 등 혼재작업에서 산
업재해 방지를 위해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 참가자 및 의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참가자
(가) 원사업주
a 총괄안전보건책임자
b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추진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 한다)
c 주임(반장) 등
(나) 관계도급인
a 안전보건책임자
b 안전관리자 등
나. 의제
[1] 안전보건에 관한 방침, 목표, 계획에 관한 것
[2] 작업절차 및 검사기준 등 안전보건규정 및 규정에 따른 작업 실시에 관
한것
[3]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것
[4] 크레인 등의 운전에 대한 신호 통일 등에 관한 것
[5] 작업장 순찰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것
[6]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것.

4. 작업장 순찰

원사업주는 매 작업일에 적어도 1회 작업장소를 순찰해야 한다(법 제
30조 제1항 제3호).
순찰은 노동안전위생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2호, 이하 ‘노안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장순찰 및 3의 협의조직에서 순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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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경우 해당 순찰에 맞춰 실시하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관
리 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5.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지원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장소의 제공, 교육에 사용할 자료 등을 제공한다(법 제30
조 제1항 제4호).
6. 크레인 등의 운전에 대한 신호 통일 등

원사업주는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 통일, 사고현장 등 표지 통일
등, 유기용제 등 용기의 집적장소 통일, 경보의 통일 등을 할 필요가 있
다(노안칙 제639조 내지 제642조)
7. 원사업주에 의한 관계수급인의 파악 등
1) 관계수급인의 책임자 등 파악

원사업주는 작업 간 연락조정, 협의회 설치운영 등 원활한 실시를 위해
관계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안전보건책임자의 선임
상황 및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파악해 둔다.
또한 새로 작업하게 된 관계수급인에 대하여는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작업 간 연락조정 조치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 통
일 등 및 협의조직의 협의내용 중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의 반입 상황 파악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이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차량형 하역운반기
계, 차량형 건설기계 등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반입하
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이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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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기 자체검사, 작업시작 전 점검 등을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8. 기계 등을 사용하게 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조치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에게 자기가 관리권을 가진 기계 등을 사용하
게 하여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에 대하여 법령상의 위해
방지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계 등에 대해서
는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험저감조치
를 실시한 후 예상되는 위험 등의 정보를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해당 기계 등의 정기 자체검사, 작업시작 전 점검 등을 해당 관계
수급인에게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 자체검사 결과, 작업환경측
정 결과 평가,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으로 당해 기계 등 보수,
그밖에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필
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원사업주 스스로
가 해당 관계수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강구한다.
9.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 제공

원사업주는 화학설비 등의 개조 등 작업에서

설비 분해 또는 설비 내
부에 출입을 관계수급인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 그 작업이 시작되기 전
에 해당 시설에서 제조․취급하는 위험성 및 유해성 등 사항을 기재한
문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31조의2).
10. 작업환경 관리

원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원사업주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자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 이용해도 상관없으므로(1975. 8. 1. 基

부 록 253

発 제448호 通達의 記 제5의 제65조 관계), 원사업주가 실시한 작업환경측
정의 결과는 해당 측정범위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이 활용할 수 있다.
11. 건강관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해당 관계수급인이 해야 하지만,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진단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원
사업주의 근로자에
게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관계수급인이 그 근로자에
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같은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관
계수급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기관을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또한 원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주지, 그밖
에 유해업무와 관련된 건강관리 조치의 주지 등을 실시한다.
12. 그밖에 도급에 따른 실시사항
1) 주문자로서의 배려사항

원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
자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
에게 일을 도급하지 않는다.
또한 원사업주는 일의 기한 등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원사업주의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부서 및 설계부서 및 작업순
서부문 간 연계를 도모한다.
이러한 사항은 작업의 전부를 주문하고 자기는 작업을 하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에
대한 지도 등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
록 필요한 지도를 하고, 위반한 경우에 필요한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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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3) 적정한 도급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
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 것이며(민법 제632조), 주문자와 근로
자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원사업주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지휘명령 관계가 있는 경우(구체적으로
는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
준’[1986년 노동성 고시 제37호]에 의해 판단된다)에는 도급형식의 계약
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 파견사업
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
률(1985년 법률 제88호, 이하 ‘근로자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된
다. 이 경우 원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로
써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Ⅲ. 관계수급인이 실시해야 할 사항
1. 원사업주와의 연락 등을 담당할 책임자의 선임

관계수급인은 원사업주가 제2의 1 (1) 작업 간 연락조정 등을 총괄 관
리하는 자를 선임 한 경우 해당자의 연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는 책임자를 선임하여 해당 사항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작업 간 연락조정 조치의 실시

관계수급인은 제2의 2 원사업주에 의한 작업 간 연락조정 조치 중 해
당 관계수급인에게 관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용하는 근로자에
게주
지시키고 이를 확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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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조직의 참가

관계수급인은 원사업주가 설치하는 협의조직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노안칙 제635조). 또 그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협의조직의 협의 결과를
주지시켜야 한다.
4. 크레인 등의 운전에 대한 신호 통일 등

관계수급인은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를 정하는 때에는 원사업주
가 통일적으로 정한 크레인 등의 운전에 대한 신호와 동일한 것으로 정
할 필요가 있다(법 제32조 제1항, 노안칙 제639조 제2항).
사고현장 등 표지의 통일 등, 유기용제 등의 용기의 집적장소 통일,
경보의 통일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5.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의 통지 등
1) 명칭 등의 통지

가. 관계수급인은 원사업주로부터 직접 일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원사
업주에게, 다른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일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안전보건책임자의 선임상
황,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나. 관계수급인은 작업의 일부를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
당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통지 된 정보도 함께 위의 가.에 따라 통지한다.
2)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의 반입상황의 통지

관계수급인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차량형 하역운반기계, 차량형
건설기계 등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반입하는 경우 원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또한 반입한 기계 등의 정기 자체검사, 작
업시작 전 점검 등을 확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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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조치

관계수급인은 기계 등을 작업에 사용하는 장소에서 다른 관계수급인
에게 사용시키는 때에는 해당 기계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31조, 노안칙 제644조
내지 제662조).
또한 상기 이외의 기계에 대해서도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자기가 관리
권을 가진 기계 등을 사용하게 하여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에 대하여 법령상 위해방지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계 등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험저감조치를 실시한 후 예상되는 위험 등의 정보를 해당 다
른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해당 기계 등의 정기 자체검사, 작업시작 전 점검 등을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 자체검사 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평가,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으로 당해 기계 등 보수,
그밖에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관계수급
인 스스로가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강구한다.
7.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 제공

관계수급인은 화학설비 등의 개조 등 작업에서

설비의 분해 또는 설비
의 내부에 출입을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 그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시설에서 제조․취급하는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사
항을 기재한 문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
다(법 제31조의2).
8. 건강관리

관계수급인은 원사업주가 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일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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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한 경우 그 날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검진율을 제고한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등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
보는 해당 관계수급인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다만, 작업환경관리 및 취업
상 조치에 해당하여 원사업주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이 그 취지를 해당 근로자
에
게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원사업주에게 제공한다.

9. 그밖에 도급에 따른 실시사항
1) 주문자로서의 배려사항

관계수급인이 작업의 일부를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자 등 산업재
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작업의 기한 등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
인

작업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법 제3조 제3항).
2) 적정한 도급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
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 것이며(민법 제632조), 주문자와 근로
자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관계수급인이 작
업의 일부를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과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지휘명령 관계가 있는 경
우(구체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의 구분
에 관한 기준’[1986년 노동성 고시 제37호)에 의해 판단된다)에는 도급형
식의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자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해당 다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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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써 노동안전위생법상
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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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본 : 제조업(조선업 제외)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基発 第0801010号 2006.8.1.)

Ⅰ. 취지 및 적용범위
1. 본 지침의 취지

제조업에서 최근 업무도급이 증가하고 이를 배경으로 산업재해가 발
생하고 있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원사업주와 비교하
여 일반적으로 높다.
이러한 관계수급인은 설비수리, 제품운반 등 위험, 유해성이 높은 작업
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그 작업장소가 원사업주의 사업장 구
내이기 때문에 관계수급인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재해방지의
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
57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종래부터 해당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권
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번에 원사업주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
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이하 ‘혼합작업으로 인한 산
업재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안전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법률 제108호)에 따라 제조업(조선업을 제외한다)의 원사업
주에게 작업 간의 연락조정의 실시 등이 의무화 되었다.
본 지침은 제조업(조선업을 제외한다)의 원사업주 및 관계수급인의 산
업재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사업주에 의해(관계수급
인도 포함) 사업장 전체에 걸친 안전보건관리(이하 ‘종합적 안전보건관리’
라 한다)를 확립하기 위해 원사업주 및 관계수급인이 각자가 법령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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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해야 할 사항 및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2. 본 지침의 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조선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주(이하
본 지침에서는 ‘원 사업자’라 한다) 및 관계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업주가 설비보수 전부를 건설사업주에게 발주하는 경우 등 업
무 전부를 주문하고 자신은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는 원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2의 9 및 12의 (1) 등 법령에 따라 주
문자가 실시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Ⅱ. 원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사항
원사업주는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
시한다.
1.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확립 및 계획적인 실시
1) 작업 간 연락조정 등을 총괄 관리하는 자의 선임 등

원사업주는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원사업주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
함한 근로자 수)가 상시 50명 이상인 경우 작업 간 연락조정 등 2 이하에
서 열거하는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선임하여 해당 사항을 총괄 관
리시킨다.
2)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

원사업주는 산업재해 방지대책으로 실시해야 할 주요사항(관계수급인
에 대하여 실시할 사항을 포함한다)을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주지시킨다. 또한
안전보건계획에 따라 산업재해 방지대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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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간 연락조정 실시

원사업주는 혼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원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상호간의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법 제30조의2 제1항).
작업 간 연락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혼합작업의 내용에 따라 달리하지
만, 다음 표 좌측 란의 사항에 대하여 우측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가) 한 작업에 사용되는 일련의 기계 등에 대 각각의 작업 시작 또는 종료에 관한
해 어느 관계수급인 운전을 하고, 다른 연락, 작업시간대 제한 등의 조치
관계수급인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나) 여러 관계수급인 각각 차량형 하역운반기 작업 경로 제한, 작업시간대 제한 등
계 등을 이용한 화물운반 등의 작업을 하 의 조치
는 경우
(다) 관계수급인이 용광 등 고온용융물의 운반 주위에서 작업에 관련된 범위 제한
등 주위에서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의 조치
을 하고, 다른 관계수급인이 그 주위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관계수급인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 통풍 또는 환기, 방폭구조에 의한 전
작업을 하고, 다른 관계수급인 용접 작업 기기계기구의 사용 등에 대한 지도,
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
(마) 관계수급인이 물체의 낙하를 수반할 우려 낙하방지조치에 관한 지도, 물체낙하
가 있는 작업을 하고, 다른 관계수급인이 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 또
그 아래 장소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는 해당 장소에서 작업시간대 제한
등의 조치
(바) 관계수급인이 다른 관계수급인도 사용할 이를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연락, 필
통로 등에 설치된 난간을 분리할 경우, 요한 재해방지조치에 대한 지도 등의
조치
설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경우 등
(사) 관계수급인 화학설비를 개방하여 해당 화
학설비의 내부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다른 관계수급인이 그 주위에서 다른 작
업을 하는 경우

화학물질 등의 누설방지에 관한 지
도, 작업시간대 제한, 법 제31조의2의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

(아) 그밖에 원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 해당 혼합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
급인이 서로 혼합작업을 할 경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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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업 간의 연락조정의 구체적인 실시는 작업발주 시 미리 작업지
시서에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수급인에게 통지하고, 현장에
서 작업시작 전 협의에서 관계수급인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3. 관계수급인과 협의할 장의 설치 및 운영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인식을
가지는 것이 혼합작업에서 산업재해 방지에 유효하기 때문에 관계수급인
의 수가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수급인과 협의를 할 장(이하 ‘협의
회’라 한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그 사용하는 근로
자에게 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주지시킨다.
또한 기계 등을 도입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사업주 또는 관계수급인의
작업을 크게 변경한 때, 관계수급인이 변경된 경우 등 혼재작업에서 산
업재해 방지를 위해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 참가자 및 의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참가자
(가) 원사업주
a 총괄안전보건책임자
b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추진자(이하 ‘안전관리자 등’
이라 한다)
c 주임(반장) 등
(나) 관계도급인
a 제3의 1에 의하여 관계수급인이 선임하는 책임자
b 안전관리자 등
나. 의제
[1] 안전보건에 관한 방침, 목표, 계획에 관한 것
[2] 작업절차 및 검사기준 등 안전보건규정 및 규정에 따른 작업 실시에 관한 것
[3]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것
[4] 크레인 등의 운전에 대한 신호 통일 등에 관한 것
[5] 작업장 순찰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것
[6]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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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장 순찰

원사업주는 연락조정의 실시상황 등 현장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혼재작업
에서의 산업재해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혼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대해 작업장소를 순찰한다. 또
한 기계 등을 도입하거나 변경한 때, 원사업주 또는 관계수급인이 작업내용
을 크게 변경한 때, 관계수급인 바뀐 때에도 마찬가지로 순찰한다.
순찰은 노동안전위생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2호, 이하 ‘노안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장순찰 및 3의 협의회에서 순찰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순찰에 맞춰 실시하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관
리 활동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5.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지원

원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장소 제공, 자
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6.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 통일 등

원사업주는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 통일, 사고현장 등 표지 통일
등, 유기용제 등 용기의 집적장소 통일, 경보의 통일 등을 할 필요가 있
다(노안칙 제643조의3 내지 제643조의6)
7. 원사업주에 의한 관계수급인의 파악 등
1) 관계수급인의 책임자 등 파악

원사업주는 작업 간 연락조정 협의회 설치운영 등 원활한 실시를 위해
관계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작업 간의 연락조정 등
을 총괄 관리하는 원사업주에 속한 자와의 연락 등을 할 책임자(제3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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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임상황 및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파
악해 둔다.
또한 새로 작업하게 된 관계수급인에 대하여는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작업 간 연락조정 조치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 통
일 등 및 협의회의 협의내용 중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주
지시켜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의 반입 상황 파악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이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차량형 하역운반기
계, 차량형 건설기계 등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반입하
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이를 파악하
고, 정기 자체검사, 작업시작 전 점검 등을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8. 기계 등을 사용하게 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조치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에게 자기가 관리권을 가진 기계 등을 사용하
게 하여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에 대하여 법령상 위해방
지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계 등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험저감조치를
실시한 후 예상되는 위험 등의 정보를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해당 기계 등의 정기 자체검사, 작업시작 전 점검 등을 해당 관계
수급인에게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 자체검사 결과, 작업환경측
정 결과 평가,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으로 당해 기계 등의 보수,
그밖에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필
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원사업주 스스로
가 해당 관계수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강구한다.
9.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 제공

원사업주는 화학설비 등의 개조 등 작업에서

설비 분해 또는 설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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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출입을 관계수급인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 그 작업이 시작되기 전
에 해당 시설에서 제조․취급하는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수급인에게 교부해야한다(법 제31조의2).
10. 작업환경 관리

원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원사업주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
업을 하는 경우의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자가 작업환경측
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 이용해도 상관없으므로(1975년 8월 1일 基
発 제448호 通達의 記 제5의 제65조 관계), 원사업주가 실시한 작업환경측
정의 결과는 해당 측정범위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이 활용할 수 있다.
11. 건강관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해당 관계수급인이 해야 하지만,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진단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 원
사업주의 근로자에
게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관계수급인이 그 근로자에
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같은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관
계수급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기관을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또한 원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주지, 그밖
에 유해업무와 관련된 건강관리 조치의 주지 등을 실시한다.
12. 그밖에 도급에 따른 실시사항
1) 주문자로서의 배려사항

원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
자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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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을 도급하지 않는다.
또한 원사업주는 일의 기한 등에 대해 안전하고 보건적인

작업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원사업주의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부서 및 설계부서 및 작업순
서부문 간 연계를 도모한다.
이러한 사항은 작업 전부를 주문하고 자기는 작업을 하지 사업자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에
대한 지도 등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
록 필요한 지도를 하고, 위반한 경우에 필요한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법 제29조).
3) 적정한 도급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
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 것이며(민법 제632조), 주문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원사업주와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 사이에 실제로 지휘명령 관계가 있는 경우(구체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
업과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준’[1986년 노동성 고시 제
37호)에 의해 판단된다)에는 도급형식의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
자 파견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
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88호, 이하 ‘근로자파견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원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써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Ⅲ. 관계수급인이 실시해야 할 사항
1. 원사업주와의 연락 등을 담당할 책임자 선임

관계수급인은 원사업주가 제2의 1 (1) 작업 간 연락조정 등을 총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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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자의 연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는 책임자를 선임하여 해당 사항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작업 간 연락조정 조치의 실시

관계수급인은 제2의 2 원사업주에 의한 작업 간 연락조정 조치 중 해
당 관계수급인에게 관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용하는 근로자에
게주
지시키고 이를 확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협의회 참여

관계수급인은 원사업주에 의해 제2의 3 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제2의
3의 가 (가)의 관련자 등을 참가시키고, 그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협의회
의 협의결과를 주지시켜야 한다.
4.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 통일 등

관계수급인은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를 정하는 때에는 원사업주
가 통일적으로 정한 크레인 등 운전에 대한 신호와 동일한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법 제32조 제1항, 노안칙 제643조의3 제2항).
사고현장 등 표지의 통일 등, 유기용제 등 용기의 집적장소 통일, 경보
의 통일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5.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의 통지 등
1) 명칭 등의 통지

가. 관계수급인은 원사업주로부터 직접 일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원사
업주에게, 다른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일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제3의 1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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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계수급인이 선임하는 책임자의 선임상황,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나. 관계수급인은 작업의 일부를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통지된 정보도 함께 위의 가.에 따라 통
지한다.
2)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의 반입상황 통지

관계수급인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차량형 하역운반기계, 차량형
건설기계 등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반입하는 경우 원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또한 반입한 기계 등 정기 자체검사, 작업
시작 전 점검 등을 확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조치

관계수급인은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자기가 관리권을 가진 기계 등을
사용하게 하여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에 대하여 법령상
위해방지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계 등에 대
해서는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험저감
조치를 실시한 후 예상되는 위험 등 정보를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해당 기계 등 정기 자체검사, 작업시작 전 점검 등을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 자체검사 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평가,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으로 당해 기계 등 보수,
그밖에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관계수급
인 스스로가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강구한다.
7.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 제공

관계수급인은 화학설비 등 개조 등 작업에서

설비 분해 또는 설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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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출입을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 그 작업이 시작
되기 전에 해당 시설에서 제조․취급하는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31조의2).
8. 건강관리

관계수급인은 원사업주가 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일에 맞추
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한 경우 그 날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검진율을 제고한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등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
보는 해당 관계수급인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다만 작업환경관리 및 취업
상 조치에 해당하여 원사업주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이 그 취지를 해당 근로자
에
게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원사업주에게 제공한다.

9. 그밖에 도급에 따른 실시사항
1) 주문자로서의 배려사항

관계수급인이 작업의 일부를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자 등 산업재
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작업의 기한 등에 대해 안전하고 보건적인
작업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2) 적정한 도급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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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 것이며(민법 제632조), 주문자와 근로
자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관계수급인이 작
업의 일부를 다른 관계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과
해당 다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지휘명령 관계가 있는 경
우(구체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의 구분
에 관한 기준’[1986년 노동성 고시 제37호)에 의해 판단된다)에는 도급형
식의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자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해당 다른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써 노동안전위생법상
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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