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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제조업의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문제점

분석

An analysis on problem of the safety

educational system for supervisor in Medium

and Small-sized Manufacturing industry

권 오 진*․김 병 석*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following an analysis of occurrence trend of industrial

disaster in manufacturing industry. One of major reason of industrial accident is

unsafe action caused by lack of work supervision. so we have surveyed the

understanding level of supervisors for industrial safety and their education of

industrial safety which is forced by industrial law. We have got the result that the

supervisor’s educ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 but it’s not fit for

their own workplace for various reasons from the survey and analysis. I would

like to suggest effective solutions. The institute of education should train that they

can execute safety and health works themselves by classification of the industrial

category, company scale and located region. Also, government should endow

supervisors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activation of education system.

Finally,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expense of education to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especially, and they should be interested in the attendance

and execution of education. They will achieve the goal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the enforcement of effective supervisor

system as per the remark mentioned above.

*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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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일반적인 고찰에서 재해발생비율을 따져보면 설비나 기계기구의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가 10%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가 88%라하며,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것이 약 2%로서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07년도 이래로 전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재

해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재해율은 대규모사업장보다 1-2%정도

더 높으며(자료: 산업재해현황분석) 재해의 원인 중 작업 관리적 원인에 의한 재해의

비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 재해발생 비율을 전재로 불안전한 행동 및 작업 관리

적 원인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1선의 관리감독자로 하여

금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전 사업장에 전

파하여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서 안전사고의 발생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련법 또는 안전교육규정 등 시행에 관한 현황 등 실태와 문제점을 파

악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실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업장 재해예방 및

교육에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산업재해 추이 분석 및 교육의 필요성

1.2.1 산업재해의 업종별 추이 분석

[Table 1]은 지난 5년간의 업종별 재해자 발생수를 비교한 것이다. 기타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중 재해자가 34.288(평균치) 명으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중 재해자가 33,860(평균치) 명이었다. 기타산업이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된 것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이 업종별 산업재해자 발생수가 가장 높았다.

[Table 1] 업종별 재해자 비교표

(단위 : 명)
연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2007 90,147 1,593 34,117 19,050 121 4,736 30,530 
2008 95,806 1,326 35,819 20,473 99 4,739 33,350 
2009 97,821 1,118 32,997 20,998 114 4,372 38,222 
2010 98,645 1,082 34,071 22,504 85 4,365 36,538 
2011 93,292 1,103 32,294 22,782 86 4,226 32,801 

평균치 95,142 1,244 33,860 21,161 101 4,488 3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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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1.2.2 산업재해의 사업장 규모별 추이 분석

[Table 2]는 지난 5년간의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발생수를 비교한 것이다. 5

년간의 재해자수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9445명, 5-9인 사업장 5413

명,10-29인 사업장 8518명, 30-49인 사업장 2901명, 50-99인 사업장 2378명, 100-299인

사업장 1978명, 300-499인 사업장 355명, 500-999인 사업장 364.6명, 1000인 이상 사업

장 2506명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Table 2]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통계

(단위 : 명)
제조업 소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치

총계 34,117 35,819 32,997 34,069 32,294 33,859
5인 미만 9,340 9,807 9,359 9,519 9,201 9,445
5~9인 5,075 5,587 5,246 5,637 5,518 5,413

10~29인 8,232 8,851 8,343 8,795 8,372 8,519
30~49인 2,918 3,019 2,954 2,934 2,679 2,901
50~99인 2,544 2,507 2,280 2,427 2,133 2,378

100~299인 2,157 2,198 1,893 1,914 1,729 1,978
300~499인 431 476 306 271 292 355
500~999인 496 485 354 247 241 365
1000인 이상 2,924 2,889 2,262 2,325 2,129 2,5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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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중대 산업재해 발생 원인분석

[Table 3]에 따르면 2011년도까지(2007년-2011년) 제조업에 있어서 재해자의 불안전

한 행동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평균 318.4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약 30%로 꾸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Table 3] 불안정한 행동에 따른 사망사고

연도 재해자수 (명)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백분율(%)
2007 336 30.97
2008 323 29.82
2009 311 30.73
2010 336 31.52
2011 286 30.17
평균치 318.4 30.642

[Figure 1]은 제조업 분야에서 작업관리상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연도별로 비교

한 것으로서 작업관리상의 이유로 인한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 연도별 작업관리상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작업관리상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서 3초급간부로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안전한 행동과 작업관리상의 오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가장 원

천적인 대책으로서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중요

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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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관리감독자 제도 및 교육제도

2.1.1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

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두어 당해 직

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2.1.2 안전교육 과정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안전교육)에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은 [Table 4]와 같다.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 육 내 용

정기

교육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사항

관 리

감독자

○ 작업공정의 우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사항

[Table 4]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의 2”

2.2 설문조사 및 분석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목적은 재해 발생 후 보상보다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사전 예방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 전수

검사를 선택하여 모든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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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선정기준을 충주북부지역 제조업,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을 통해 관리감독자 교육의 실태와 그 효율성에 대

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2.2.1 설문조사 대상 방법

업장 5,887개사 중에서 제조 중소기업 1,520개사중 연간 교육 계획에 의거 9월(현장

안전관리실무 25-27일) 및 10월(관리감독자 교육22-23)에 교육을 실시 시 이수한 기업

170개사에 대하여 사업주(350), 관리감독자(350)를 대상으로 전체 700개를 면접, 방문,

우편, FAX등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리감독자 교육실태조사는 우편(20%),

FAX (10%), 방문 면접식(70%)에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2.2 설문 분석

1) 관리감독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한 설문 분석은 약간도움이 되었다 61%, 많은 도움이 되었다

2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순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장에

서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적인 내용으

로 실질적인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관리감독자 직무 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igure 2]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효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가 52%로 가장 많았

고, 매우 필요하다가 40%,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가 8%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

로 관리감독자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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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안전교육의 필요성

2) 사업주 설문조사 결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가 60%로 가

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가 37%로 분석되어 사업주가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한 많은 필

요성 및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안전교육의 필요성

관리감독자 교육이 유지되어야한다는 설문은 재해예방에 기여하므로 가 53%로 가장

많았고 유기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해가 33%로 나타나 관리감독자 교육이 재해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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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교육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관리감독자가 어느 정도 재해예방 또는 안전보건활동에 기여하는가를 묻는 설문에

약간 기여한다가 전체의 52%, 매우 기여한다가 42%순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자가 재해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관리감독자 재해 기여도

2.2.3 고 찰

1) 분석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및 인식

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한 설문 분석은 “약간도움이 되었다.” 61%, “많은 도움이 되었

다.” 2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순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측면의 사업장

에서 관리감독자에 필요한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

편이 시급하다.

반면에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가 52%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가 40%,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가 8%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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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대체적으로 관리감독자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교

육의 효과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나 실제로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측

면에나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인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업주의 설문분석에 따르면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가 60%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가 37%로 분석되어 사업주

가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한 많은 필요성 및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감독자가 어느 정도 재해예방 또는 안전보건활동에 기여하는가

를 묻는 설문에 “약간 기여한다,”가 전체의 52%, “매우 기여한다,”가 42%순으로 나타

나 관리감독자가 재해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리감독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이행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자에게 그에 맞는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

3. 결 론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현

재 시행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한 효과적 방

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주장한다.

첫째,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할 규정이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담당자는 관

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도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안전의식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 두 가지 교육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규모나 업종에 맞추

어 효과적인 교육을 실행토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 사업주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상벌규정을 주어 동기부여를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자의 교육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넷째, 정부주무부처는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능

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며 정부부처는 교육실시 및 이수여부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소규모 제조업의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문제점 분석 권 오 진․김 병 석                                                                                        

230

4. 참 고 문 헌

[1] 김병석, “신산업안전관리”, 형설출판사, 2001.02.

[2] 김병석, 성호경, 전운기,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형설출판사, 2005.08.

[3] 김용수 외 6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방안, 한국안전학회지, 1995.

[4] 박정덕, 중소제조업의 산업안전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석사학위논

문, pp. 117～127, 1996.

[5] 이승환,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

대 박사학위논문, 2002.08.

[6] 관리감독자를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대한산업안전협회, 2002.

[7]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2007-2011.

[8] 산업재해원인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2008, 2010.

[9] 사망재해원인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2011.

[10]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11] John W. Newstrom, Lester R. Bittel(Contributor), "Supervison: Menaging for

Results" Paperback, August 1995.

[12] Practical Management for Supervisors by Lester R. Essentials of Supervisory

manage Bittel. Paperback, June 1993.

[13] What Every Supervisor Should Know : The Cpmplete Guide to Supervisory

Management by Lester R. Bittel, at al. Paperback,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