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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 강화방안

Strengthening the Effeciency of the Private Consignment Business in 
the Safety and Health Sector 

이명구*, 정명진**

Myeonggu Lee*, Myeongjin Jeong**

요 약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 그 재해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이에 전사업장에 대한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1996년부터 도입되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종사자들

의 의식조사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건안전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재해율, 소규모사업장, 민간위탁사업, 재해예방활동

Abstract The accident rate is higher in the small workplace than the large workplace.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small workplace for the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The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for the small 
workplace are achieved through the private consignment agencies’ technical guidance. but it has exposed many 
demand of the private consignment agencies’ experts and its effectiveness has been strength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is to provide the system improvement plan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an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It is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experts and the direction 
of the study was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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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

로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상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따라서 소규모사

업장의 재해율 감소가 전반적인 재해율 감소에 큰 영향

을 미치므로, 상대적으로 산재예방활동에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

도 및 교육을 확대하는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민간기관의 기술지도를 통해 집중 지도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1996년부터 도입한 안전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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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ccident rate
2008 2010 2012 2014 2016

less than 50 person 78.3 80.9 81.5 81.0 81.8

More than 50 person 21.7 19.1 18.5 19.0 18.2

Total 100 100 100 100 100

표 1.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해율 분포

Table 1. Distribution of the accident rate according to workplace size by year

(Unit : %)

supervisor number1)
total workplace number

2)

workplace number per

1 person

Total employee number

2)

employee number per

1person

MOEL 331

1,825,296

5,514

15,548,423

46,974

KOSHA 952 1,917 16,332

Total 1,283 1,422 12,118

표 2. 산재예방 지도·감독인력과 사업장 수 비교

Table 2. Camparis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ersonnel with workplace number

표 3. 보건안전분야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수

Table 3. Status of private consignment business in safety and health field

div. year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No. of private

constracting

organizations

171 126 174 236 261 159 274 247

No. of workplaces 101,525 42,586 38,682 38,103 360,363 568,489 533,106 440,448

support amount(billion

won)
113.4 66 81.9 86.8 213.53 271.17 295.8 316.49

all industrial accident

rate(%)
0.77 0.85 0.77 0.71 0.69 0.59 0.53 0.49

표 4. 민간위탁기관 설문응답 현황

Table 4. Survey response status of contracting authority　

safety
dangerous

machinery
chemistry health construction total

employer 14 2 6 4 5 31

expert 39 1 17 25 11 93

total 53 3 23 29 16 124

는 80%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2][표 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4, pp.145-152, November 30, 2017.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47 -

Ⅱ . 연구방법

민간위탁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

간위탁사업 6개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

민간위탁사업기관의 사업주 및 기술지도요원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에 관한

일반사항 11문항, 사업수행실태, 사업수행과정, 사업수

행효과, 지도요원 교육 등 26문항, 기타 지도요원 처우

및 애로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4개 문항, 지도요원 5문

항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주 43문항 , 지도요원 44문항

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그 중 일부를 수록하였다.246개의 위탁기관에 대해

설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된 응답은 총 124명이었으며,

응답자 중 사업주는 25%, 기술지도 요원은 75%이었

다.[표 4] 설문에 응답한 위탁기관의 분포는 안전 43%,

보건 23%, 화학 19%, 건설 13%, 위험기계 2%이며, 응

답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 23%, 경북 12%,

대구 11%부산 9%, 경남 7% 등의 순이었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분석

1) 민간위탁서업기관과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결과 민간위탁기관의 일반적 특성으로써

설립년도 분포는 주로 1990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가

장 많이 설립된 기간은 민간위탁사업이 본격화된 2000

년도-2010년도 사이였다. 민간위탁기관별 정규직 지도

요원은 10명 이하인 경우가 78%, 비정규직 지도요원은

2명 이하인 경우가 81%이며 총 지도요원의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가 83%를 나타내어 위탁기관의 규모는 일

부 대형 협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민간위탁기관에 속한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30대

(35%)와 40대(30%)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60대 이

상(7%)과 30세 미만(8%)이 적었으며,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8%로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학력

은 학사가 70%, 전문대졸이 16%이며, 석사(9%)와 박사

(3%)급 고급 인력도 12%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업무 경력, 현 기관에서의 민간위탁업무 경

력, 안전 관련 총 경력을 조사한 바, 민간위탁업무 경력

은 "5년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78%이며, 10년 이상의

민간위탁업무 경력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기

관에서의 민간위탁업무

경력도 "5년 이하"(85%)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안전관련 경력은 "5년 이하"가 37%, "5-10년"

17%, "10-15년" 12%, "15-20년" 14%, "20-25년" 13%,

"25-30년" 3%, "30-35년" 2%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엔지니어링 기술 등급은 중급 기술자가 33%로 가장 많

으며, 초급(24%), 고급(23%), 특급 기술자(21%) 수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75% 인 반면에, “1년미만의 단기 계약직”도 17%에 이

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업수행실태

사업주 및 지도요원들에게 수수료에 대한 설문을 실

시한 결과[표 5], 회당 수수료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 “약간 아니다”로 응답

한 비율이 28%를 나타내며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5%인 것으로 나타났어,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수수

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위탁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지도 내용과 지도수준

이 엔지니어링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등급에

해당되는 기술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을 실시한

결과[표 6], 4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중급 기술자의

기술수준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고급 기술자

(26%), 특급 기술자(14%), 초급 기술자(13%) 순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과업내용은 중급 기술자 이상의 수준

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1년 단위 사업 계약기간에 대한 선호도 응답은

“매우 아니다”와 “약간 아니다” 의견이 각각 44%, 37%

로 부정적인 의견이 81%를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의견

은 6%로써,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현재 계약기간에 대

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1년 단위 사업

계약기간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리에

연속성이 떨어져서 장기적인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업 비수기인 12-2월에 수익이 없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정규직 확보의 어려움)”, “민간위탁

전문 인력을 둘 수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순

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계약기간 확대 방식에 대한 설문에는 “2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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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현재 책정된 회당 수수료의 적절성

Table 5. Adequacy of current pricing synagogue fees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3

slightyly agree 2

usually agree 7

slightyly disagree 28

strongly disagree 60

total 100

표 6. 기술지도및 기술수준정도에따른기술등급 인식

Table 6. Technical grade recognition for technical

support and technical guidance levels

technical grade ratio(%)

express engineer 14

Advanced engineer 26

intermediate engineer 48

beginner engineer 13

total 100

표 7. 1년 단위 사업계약 기간의 적절성

Table 7. Adequacy of the contract period by 1 year unit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3

slightyly agree 3

usually agree 12

slightyly disagree 37

strongly disagree 44

total 100

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 방식(53%)을 가장 선호하며, “3년 단위로 계약하

고,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30%),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말 평가 후 상위 기관

(예, 50%)에 차년도 계약 우선권 부여”(13%) 순으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현재 1년 단위 계약을 2

년 단위 계약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평가를 통해 불성실

기관을 탈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

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민

간위탁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기술지도 수혜 사업장

수의 증가”(30%), “위탁 수수료의 현실화로 위탁기관의

참여 경쟁 유도”(25%), “안전관리자의 배치 법제

화”(20%), “참여 지도 요원의 수준 및 인력 고급

화”(16%)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혜 사업장수 증

가와 수수료 현실화를 우선적인 개선 방안으로 인식하

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3) 사업수행과정

사업수행에 대해 사업주 및 지도요원들에게 설문

을 실시하였으며, 월 평균 현장 방문 기술지도 회수에

대한 설문에 52%의 응답자들이 “50개 현장 이상”을 기

술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1회차 사업장 방

문 평균 사업장 체류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 가

장 많았으며

(43%), “1시간 30분∼2시간”이 35%, “2시간∼2시간

30분” 13%, “1시간미만” 6% 순으로 나타났다. 2회차

이후 사업장 방문 평균 사업장 체류 시간은 “1시간∼1

시간 30분”이 가장 많았으며(49%), “1시간미만” 37%,

“1시간 30분∼2시간”이 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

균적으로 1회차 방문의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

도이며, 2회차 이후 방문 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로

2회차 이후 방문 시간은 1회차에 비해 30분 정도 감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월 평균 현장 방문 횟수

Table 8. The monthly average number of workplace visits

workplace number ratio(%)

Less than 15 2

15-19 1

20-24 3

25-29 6

30-34 9

35-39 8

40-44 9

45-49 10

More than 50 52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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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고서 단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Table 9. Awareness of the needs to simplify report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46

slightyly agree 29

usually agree 17

slightyly disagree 5

strongly disagree 2

total 100

표 10. K2B를 통한 보고절차 유효성에 대한 선호도

Table 10. Preference for the reporting process efficiencies

through K2B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6

slightyly agree 17

usually agree 34

slightyly disagree 23

strongly disagree 20

total 100

현재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단순화

필요성에대해 “매우그렇다”(46%)와 “약간그렇다”(29%)

를 나타내어응답자들의 75%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응답자들은 현재의 보고서를 보다 단순화시키는 것을 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하나의 사업장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 K2B입력,

행정업무 등의 기술지도 외의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1시간 30분”이 가장 많았으며

(30%), “2시간 이상” 28%, “30분∼1시간” 27%, “1시간

30분∼2시간” 12% 순으로 조사되어 기술지도 외의 시

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당일 기술지도 실적을 K2B를 통해 보고하도록 되

어 있는 절차가 업무실적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는

지에 대한 설문에 “보통이다”가 34%, “약간 아니다”

23%, “매우 아니다” 20%, “약간 그렇다” 17% 순으로

응답을 하였으며[표 10],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

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사업수행효과

사업수행 효과에 대해 사업주 및 지도요원들에게 설

문을 실시하였으며, 먼저, 기술지도 후 해당 사업장의

재해 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표 11], 효과가 있다는 의견("약간 그렇

다" 49%, "매우 그렇다" 18%)이 67%를 나타냈으며, 효

과가 없다는 의견("매우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9%)이 11%를 나타냈으며, 민간위탁사업이 소규모 사업

장의 재해 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에 효과 있는 사업인

것으로 위탁기관 담당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기술지도의 문제점 또는 기술지도 효과가 다소 낮

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을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담당자들의 안전의식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현장 담당자들이 기술지도

결과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 “동일 업체에 대해 매년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지도의 결과가

반영되기 어렵다”, “기술지도의 대가가 너무 낮다”, “50

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 순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현장의 담당자들이 기술지도 내용(지적사항)

을 잘 반영하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는 “수혜업체의 안

전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가 38%로 가장

높게 선택되었고, “관리적,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반영하

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란 의견이 32%, “반

영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

다”란 의견이 20%,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였는지를 확

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란 의견이 6%, “위탁기관

에서 공단에 의무적으로 하는 미개선 사업장 조치보고

물량(1% 내외, 건설 3% 이상)이 적기 때문이다”란 의

견이 2%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지도요원 교육

지도요원의 교육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에 필요한 동종 또는 유사업종 재해발생 정보를 얻

는 주요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공개 자료”와 “위탁 업

무 관련 교육원의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이 61%와

26%를 나타냈으며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지도요원의 전문교육과정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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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도요원의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Table 12 Satisfaction with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5

slightyly agree 29

usually agree 40

slightyly disagree 18

strongly disagree 8

total 100

표 13. 지도요원의 보수와 복지 수혜 여부

Table 13. Enough salary and welfare benefits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0

slightyly agree 13

usually agree 20

slightyly disagree 20

strongly disagree 47

total 100

표 11. 기술지도사업장의 재해 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화

Table 11. Disaster reduction and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the technical guidance company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18

slightyly agree 49

usually agree 21

slightyly disagree 9

strongly disagree 2

total 100

통이다”란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는 보

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전문교육과정에 만족하

지 못할 경우, 만족 못하는 이유로는 “원거리 출장(울

산)”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선택의

폭이 좁아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이 2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6) 지도요원의 처우

지도요원 처우에 대해 사업주에게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해당 위탁기관의 지도요원들이 민간위탁 업무 수

행에 대해 충분한 보수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

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67%, 긍정적인

의견이 13%를 나타냈으며, “보통이다”를 나타낸 의견도

2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표 13], 사업주들은 민

간위탁 지도요원들이 충분한 보수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지도요원 처우에 대해 지도요원의 의견을 조사하였

으며, 지도요원들이 수령하는 월 평균 임금은 “100∼

200만원”을 받는 경우가 57%이고, “200∼300만원”인 경

우가 40%, “300∼400만원”인 경우도 3%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14]. 성과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없

다”(63%)란 의견이 “있다”(37%)란 의견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탁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지도요원

의 고용형태 및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에 대

한 설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2%, “약간 그렇다”

29%로 조사되었으며, 1년 단위 위탁기간이 지도요원의

고용형태 및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14. 지도요원의 월 평균 급여

Table 14. The average monthly salary of the expert

aveage monthly salary

(ten thousand won)
ratio(%)

100-200 57

200-300 40

300-400 3

total 100

7) 기타 및 애로사항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공단 대응 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

대응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문에, “보통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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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약간 아니다”(36%)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일선기관 대응 인력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은 18%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안

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 대응 인력이 대체로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진행, 전산(K2B)

지원 등과 같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대응 인력이 충분

한지에 대한 설문에는 “보통이다”(37%)와 “약간 아니

다”(34%)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간 그렇다”(14%), “매우 아니다”(12%), “매우 그렇

다”(3%)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고 일선 위탁기관 담당자들은 생각하

고 있다고 분석되며, 안전보건공단의 대응 인력을 증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5. 공단의 일선기관 대응인력의 적절성

Table 15. The adequacy of the response force for the

regular business of KOSHA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7

slightyly agree 11

usually agree 38

slightyly disagree 36

strongly disagree 9

total 100

표 16. 공단의 전문업무 대응인력의 적절성

Table 16. The adequacy of the response force for the

professional work of KOSHA

recognition ratio(%)

strongly agree 3

slightyly agree 14

usually agree 37

slightyly disagree 33

strongly disagree 12

total 100

Ⅳ. 결 론

안전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은 1996년에 도입되어 20

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규모가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종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1)수수료의 적절성에 대한 민간위탁기관 담당자들

의 선호도 설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8%가 현재

수수료가 적절하지 않으며, 수수료 부족으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고 있었다. 사업주 역시 지도요원의 처우에 대해

67%가 부정적인 의견이며, 지도요원의 신분은 정규직

이 75%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급여

는 300만원 이하가 전체의 97%이며, 이중 ,200만원이하

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수수료의 현실

화를 통해 전문 지도요원들을 확보 및 유지하여 사업장

에 대한 전문화된 기술지도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수료의 증가는 지도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위탁기관들의 경쟁을 통한 사업 내실화에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판단된다.

2)1년 단위 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응답자들의

81%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현재 1년 단위 계

약으로 사업장 관리에 연속성이 떨어져서 장기적인 산

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업 비수기인 12-2월

에 수익이 없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민간위탁 전문

인력을 둘 수 없어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민간시장 활

성화에 저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2년 단위 계약 후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사업기간의 확대는 사업효과의 증대

와 민간시장 활성화에 도움은 되나 위탁기관의 서비스

질 유지와도 연관되므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다

양한 보완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3)사업수행과정에 있어서는 52% 이상의 응답자가

월 평균 50개 현장 이상을 방문하여 기술지도 하고 있

으며, 1회차 사업장 방문 평균 체류 시간은 약 1시간 40

분, 2회차 이후 방문 평균 체류 시간은 약 1시간 10분

이며, 하나의 사업장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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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외의 소요 시간은 응답자중 30%가 1시간에서 1시

간 30분이라는 답하는 등 기술지도 외에 시간에 적지않

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당일 기술지도 실적을

K2B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업무실적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회차

방문시 손실시간으로 기술지도 및 교육시간이 부족한

문제점 해결과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도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문 횟수를 1회 증가하여 사

업 설명 및 사업주 설득, 사업장 현황 파악, 사업장에

적합한 기술지도 내용과 일정 등을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고서의

단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향후 사업의 확

대 증가를 염두에 둘 경우 자료의 데잍터베이스화와 평

가의 개관성 확보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K2B를 활

용한 실적 보고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4)사업수행효과에 있어서는 응답자중 67%가 민간위

탁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

에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지도의

문제점 또는 기술지도 효과가 다소 낮다고 판단하는 경

우의 원인으로는 산업현장 담당자들의 안전의식이 너

무 낮다가 가장 많았으며, 산업현장의 담당자들이 기술

지도 내용을 잘 반영하지않는 요인에 대해서도 수혜업

체의 안전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38%로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안전의식 향상에 가

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지 및 안전의식이

므로 사업주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주

의 안전 관심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

주의 사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을 홍보하

여 민간위탁 기술지도 효과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규제 등이 없어 사업주는 충실히 개선사항을 이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 효과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개선 이행의 법제화 또는 50

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지도요원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 방법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

개 자료가 61%이고 위탁업무 관련 교육원의 직무교육

및 전문 교육이 26%로,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잘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도요원의 전문교육

과정의 만족도는 74%가 보통이상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이유로는 원거리 출장

(울산)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별로

교육장소를 운영하며 교육과정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중 정기적인 교육일정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그밖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공단 대

응 인력의 적절성에 대하여서는 56%가 보통이상으로,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대응 인력의 충분성에 대하

여서는 54%가 보통이상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안전

보건공단과 위탁기관과의 업무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내실화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충원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위탁사업은 대민 서비스

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위탁업무 담당자와 지도요원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으로 인식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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