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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게임이론을 이용한 안전보건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이연호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 가입, 동·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국가적인 위상은 선진국에 반

열에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중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 최고수준, 경제적 손실추정액 연간 약 22조

원 등 경제수준에 못 미치는 부족한 안전·보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지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산업 재해율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낮은 산업재해

율에 비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높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OECD 통계

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재해율은 0.53%로 독일 2.33%의 1/4 수준이지만, 사고사망

만인율은 0.58‱으로 미국 0.36‱, 일본 0.19‱, 독일 0.16‱보다 1.6배에서 3.6배 가

량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의 7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

생하고 있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재해율, 업무상 사고사망자 등 산업

재해 지표들이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는 것에 반해 산재보상금 및 수급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로 인한 긍정적으로 쓰여야할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 사업장, 근로자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게임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

써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산업재해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하기 위해

서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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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이에 대한 점검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경우 기업은 안전

보건에 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전략이 되고 이는 사

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분담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가에 대

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섀플리의 분배이론은 지급한 비용 대비 수혜

정도를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

다. 수혜를 가장 많이 받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가장 많이 지급하게 되는 대규모 

기업에게 안전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감면 등을 제공할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원활히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이론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사슴사냥 게임모델을 통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원청-하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일원화 등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재해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고 근절에 대한 의지

를 정책에 반영하여 민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

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상향해야 한다. 적정한 과태료의 수준은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

육, 위험성평가제도를 통한 산재보험료 감면제도와 더불어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

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자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경영 핵심목표에 포함시켜

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는 노사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작업

자는 현장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소통과 배려,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안전관리 위원회 등 각종 제

도 활성화, 인센티브제 운영 등 좋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및 운영해

야 한다. 작업자 개인은 안전수칙준수, 안전점검, 보호구착용, 정리정돈, 안전보건교

육 적극 참여 등 기본에 충실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꾸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은 단순한 투자-비용 개념과 별개의 것임을 인식시켜

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제도, 설비, 기술 등은 선진국 수준

에 올라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추가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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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통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인 1948년 수출 1,900만 불로 세계 100위를 차지하

였으나, 2017년 5,737억불로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세계에

서 7번째로 20-50클럽1)에 가입하였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조사대상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경제지표에서 상위권에 

포함되며,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최우선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 최고수준, 경제적 손실추정액 연간 약 22조

원 등으로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과 보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은 소득수준과 비례한다고 

한다. 통상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 수준에서는 환경의 일반화가 시작된다. 환경의 

일반화 단계에서 국민들은 환경의 중요성에 공감하게 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용의 및 권리의식을 가지기 시작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수준에서는 안전, 3

만 불 수준에서는 보건이 일반화된다.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약 2만 9,745불로 나타났다. 즉, 안전은 일반화 되었고, 보건의 일반화가 시작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부족한 안전·보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성

장에 비해 산업재해예방을 등한시 한 결과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2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포함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2)를 발표하고 산업재해 감축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는 대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게임이론의 틀을 적용하

여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안전보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20-50클럽 : 국민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로, 일본-미국-프랑스-이탈

리아-독일-영국에 이어 한국이 7번째로 달성함.

2) 정부는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

는 것을 목표로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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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정부, 사업장, 근로자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게임

이론 모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각 경제주체가 상황별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과 이에 대한 보수행렬을 파악하는 등 각 전략 또는 행동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

으키며,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게임이론 중 우월전략 및 열등전략 이론, 공유지의 비극이론, 섀플리의 

분배이론, 주인-대리인 관계이론, 전개형 게임모델 등을 활용하여 산업재해와 관련

된 주체들의 행동과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서연구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게임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각 상황별 경제주체들의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행

동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 및 적용해 봄으로써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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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산업재해 현황

2.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은 1953년 5월에 제

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10개 조항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위험방지, 유해물,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부의 내용

만 다루고 있었으며,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공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개정

이 이루어지지 않아 1960~70년대 급격히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1970년 산업 재해자 수는 3만 7,752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11만 3,375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하였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639명에서 1,273명으로 2배 증가하

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70년 92억 원에서 1980년 3,125억 원으로 

34배가 증가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

현장의 대형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산업 재해자수가 크게 늘어나자 산

업안전보건분야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써 1981년 12월 31일 산

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전문기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점,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규범을 종

합적으로 규정하는 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적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산업현장에 직업병 문제가 대두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1월 전

면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일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여

러 차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

화,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맞도록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

며, 2018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따른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절반 줄

이기를 위하여 전면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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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변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산업재해는 감소하

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가 늘어나고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산업안전보건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

을 수립하였다.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강호, 위험기계·설비의 일관된 안전성 

확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지원 등을 통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재해율을 0.93%

로 낮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1980년-90년대 산업재해의 특징 중 하나는 재해율은 감소하였으나, 직업병은 오히

려 증가한 부분이다. 산업현장에 누적된 유해 요소, 기계·설비의 노후화, 신규 화학

물질의 사용량 증가로 1980년 4,828명이던 직업병 재해자는 1985년 6.532명, 1990년 

7,680명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1991년 6월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 대책은 작업환경 및 특수 검진기관 관리제도 시행, 유해 위험작업의 연장

근로 금지, 건강관리수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업병 예방을 추진하였다.

1996년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선

진화기획단을 구성하고 산업재해를 3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산

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2000년까지 재해율 0.5%, 사망만인율 1.0‱을 

달성하기 위한 노·사 공동책임의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 산재 다발 생산설비의 근원

적 안전성 확보,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서,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산업안전 취약

부분 중점지원,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역할 제고, 안전제일의 생활화, 산업

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등 8대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1996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

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산업재해는 지속적을 감소하여 산업재해율 1% 미만에 진입하였으

나, 사망재해 등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해예방 중장

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1999년 5월 안전보건 관련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안전정책, 산업안전, 산업보건, 건설안전, 교육홍보 

등 5개 분야별로 주요 과제 및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04년까지 산업재해

율을 0.61%까지 낮추기 위한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법·제도 개선·인프라 확충, 산재예방체계 구축 등의 성과 달성하였으나, 산업

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신규 유해·위험요인 발생 등 새로운 환경변화

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

한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14년까지 산재 근로손실일 수를 325만 일에서 228

만 일, 사고사망자 수를 1,392명에서 974명으로, 사고재해 천인율을 4.45에서 3.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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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축시키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 대상별 안전보건대책 추진 등 3대 추진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그 간의 여러 안전보건 대책의 시행으로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사망사고만인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였

다. 특히 원청-하청 문제로 대표되는 외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재해가 급증하였고,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안전보건정책의 혁신이 

제기되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을 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2013년 

0.71‱에서 2019년 0.3‱로 감축하고, 휴업 일수 90일 이상 중상해 재해율을 2012년 

0.26%에서 2019년 0.1%e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

획이 수립된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4차 5개년 계획은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대응능력 제고, 확고한 기반 구축,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의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3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등 ‘3

대 분야 사망 절반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3일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및 안전

우선 문화 확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2016년 0.53‱에서 2022년 0.27‱로 감축하

여 사고사망자 500명 이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현장 관리 강화, 산업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관리·감독 시스템의 체계화,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을 위하여 발주자(건설분야)

책임 부여, 원청 역할 확대, 하청 등 사업주 책임 이행 강화, 노동자 안전수칙 준수 

및 참여를 통한 사고방지 등 4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고, 두 번째 추진전략

인 고위험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분야에 지도·감독 역량 집중, 건설 분야 안

전관리 강화, 건설기계·장비 분야 안전관리 개선, 조선·화학업 분야 특별관리체계 

강화, 금속·기계(소규모) 제조 분야 지도·지원체계 구축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

립하였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산업안전 감독의 실

효성 제고 및 체계화,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점검·감독, 안전 관련 

불공정관행 해소 등의 3개 중점 추진과제와, 네 번째 추진전략인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장 보급, 현장 중심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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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의 3개 중점 추진과제 

등 4개 추진전략·15개 중점 추진과제 추진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시킬 예정이다.

생명ㆍ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목 표

◇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 사고사망만인율 0.27‱, 사고사망자 500명 이하 달성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15개)

� 주체별 

역할ㆍ책임 

명확화 및 실천

① 발주자(건설) 책임 부여

② 원청 역할 확대

③ 하청 등 사업주 책임 이행 강화

④ 노동자 안전수칙 준수 및 참여를 통한 사고방지

� 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① 고위험 분야에 지도·감독 역량 집중

② 건설업 

③ 건설기계ㆍ장비 

④ 조선·화학업

⑤ 금속ㆍ기계(소규모) 제조

� 현장 관리ㆍ감독 

시스템의 체계화

①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  

②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점검·감독 

③ 안전 관련 불공정관행 해소

�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

① 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장 보급

②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③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그림2-1]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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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도별 산업재해 지표 추이

[그림2-2]을 보면 200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지수 100으로 할 때 2016년도는 사업

장이 172, 근로자는 147, 재해자는 101로 2007년에 비하여 사업장, 근로자 및 재해

자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사업장과 근로자의 증가폭에 비해 재해자수는 증가폭은 

적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연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장수

(개소)

1,429,885

(100)

1,594,793

(112)

1,560,949

(109)

1,608,361

(112)

1,738,196

(122)

1,825,296

(128)

1,977,057

(138)

2,187,391

(153)

2,367,186

(166)

2,457,225

(172)

근로자수

(명)

12,528,879

(100)

13,489,986

(108)

13,884,927

(111)

14,198,748

(113)

14,362,372

(115)

15,548,423

(124)

15,449,228

(123)

17,062,308

(136)

17,968,931

(143)

18,431,716

(147)

재해자수

(명)

90,147

(100)

95,806

(106)

97,821

(109)

98,645

(109)

93,292

(103)

92,256

(102)

91,824

(102)

90,909

(101)

90,129

(100)

90,656

(101)

※ (   )는 2007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지수 100이라 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임

[그림2-2] 연도별 산업재해 관련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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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의 재해율 변화를 보면 천인율은 2007년 7.20‰에서 2016년 4.92‰로 

2.28‰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도수율3)은 2007년 3.15에서 2016년 2.38로 0.7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강도율4)은 2007년 2.26에서 2016년 1.24로 1.02포인트 감소하는 등 재

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자수(명)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14,362,372 15,548,423 15,449,228 17,062,308 17,968,931 18,431,716

재해자수(명)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92,256 91,824 90,909 90,129 90,656

재해건수(건) 89,106 94,745 96,984 97,945 92,657 91,417 91,097 90,158 89,354 90,009 

천인율(‰) 7.20 7.10 7.05 6.95 6.50 5.93 5.94 5.33 5.02 4.92

도 수 율 3.15 3.41 3.37 3.27 3.05 2.81 2.85 2.57 2.40 2.38

강 도 율 2.26 2.53 1.80 1.89 1.80 1.68 1.65 1.38 1.28 1.24

[그림2-3] 전 산업 재해율 변화

3) 도수율 :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

4) 강도율 : 1,000 근로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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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의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2007년 1,136명에서 2016년 969명

으로 167명 감소하였다. 업무상 사망만인율은 지속적을 감소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연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자수(명)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14,362,372 15,548,423 15,449,228 17,062,308 17,968,931 18,431,716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명)* 1,136 1,172 1,136 1,114 1,129 1,134 1,090 992 955 969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0.91 0.87 0.82 0.78 0.79 0.73 0.71 0.58 0.53 0.53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 요양 중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 ․ 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전체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10,000
근로자수

[그림2-4]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율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낮은 산업재해율에 비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높은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여준

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재해율은 0.53%로 독일 2.33%의 1/4 수준이

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으로 미국 0.36‱, 일본 0.19‱, 독일 0.16‱보다 1.6배

에서 3.6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는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의 7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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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상금 지급액을 [표2-1]과 같다. 산업재해율, 업

무상 사고사망자 등 산업재해 지표들이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는 것에 반해 산재보

상금 및 수급자수는 증가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1] 연도별 산재보상금 지급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산재보상금

(백만원)
3,851,287 3,795,434 3,926,559 4,079,108 4,280,055

수급자수

(명)
244,002 245,399 252,106 269,893 269,510

하인리히가 주장한 직·간접손실비용 1:4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산업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더욱 커진다. 산재보상금을 직접손실비용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간접손실비용을 추산할 경우 2016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액은 22조원에 

이른다. 이는 2016년 GDP 1,642조원의 1.34%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업재해가 국

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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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을 위한 게임이론 모형

3.1 게임이론의 개요

모든 경제주체는 경제 행위 중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짐작하고 자신

의 행동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strategy situation)에 처하게 된다. 합

리적인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인데,

상대방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결과를 쉽

게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선택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균

형을 도출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게임이론은 경기자의 수, 경기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종류와 수, 게임이 

진행되는 방법 등에서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게임의 

구체적인 형태는 각양각색이지만, 모든 게임은 똑같은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경기자(player)로 게임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를 일컫는다. 경기자는 반

드시 개인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나 국가도 경기자가 될 수 있다. 게임마다 

경기자의 수가 각각 다르게 되는데, 둘인 경우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전략(strategy)이다. 경기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을 전략(strategy)이라고 부르는데 

각 경기자가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진다.

세 번째 요소는 보수(payoff)이다. 각 경기자에게 귀속되는 게임의 결과를 말하며,

이는 화폐적인 수치, 효용의 수준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떤 게임의 결과로서 나

타나는 모든 보수의 수치를 하나의 표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보수행렬(payoff matrix)

이라고 부른다.

게임의 유형은 보통 협조게임과 비협조게임으로 나누어진다. 협조게임은 경기자

들이 공동으로 추구할 전략과 관련하여 피차의 행동을 규제할 제약에 대해 협상하

는 유형으로 담합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반면 비협조게임은 게임 유형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예측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현실의 기업들 대부분이 비협조게임의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게임은 단판게임과 반복게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단판게임은 게임을 1회

한 후 추가의 게임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복게임은 동일한 게임을 2회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그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경우 유한반복게임, 횟수가 끝이 없

을 경우 무한반복게임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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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기자들이 선택한 전략에 의해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경기자가 이

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전략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어지는 경우를 균형이라고 한다.

이 중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더 크게 만드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고 하며, 이러한 우월전략의 짝을 우월전략균형이라고 한다.

우월전략균형의 예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들 수 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

으리라고 생각되는 두 용의자(A, B)가 검거되어 검사의 심문을 받게 되었다. 두 사

람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아 독방에 가둔 다음, 한 사람씩 

심문을 진행한다. 이 때 한 명이 자백을 하고 다른 한 명이 부인을 하면, 자백을 한 

사람은 공을 인정받아 방면되고 부인한 사람은 15년형을 살게 된다. 둘 다 죄를 뉘

우치고 자백한다면 둘 다 법정최저형인 5년을 구형받는다. 둘 다 부인한다면 이번 

범죄로 벌을 줄 수 없으므로 범인 둘이 저지른 것이 분명한 범죄로 1년형을 받게 만

든다. 이 게임의 보수행렬은 다음과 같다.

[표3-1] 우월전략균형이 나타나는 보수행렬

구분
B

부인 자백

A
부인 (-1, -1) (-15, 0)

자백 (0, -15) (5, 5)

A의 입장에서 보수행렬은 보면 B가 부인할 때 A도 부인하면 1년형을 받지만, 자

백하면 자신은 방면되기 때문에 ‘자백’이 우월하다. 만약 B가 자백할 것이라고 예상

될 경우 A는 부인을 하게 되면 혼자 15년형을 구형받지만, 자백을 하면 5년형을 받

기 때문에 이 경우도 A는 ‘자백’이 우월하다. 즉 B가 어떤 선택을 하든 A의 입장에

서는 자백이 우월적 전략이 되며, 이는 B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 B 모두가 자백

하여 5년형씩 받는 것이 우열전략균형이 되게 된다.

각 경기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

할 때 이 최적전략의 짝을 내쉬균형이라 한다. 우월전략균형의 경우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최적대응이 되는 전략이 존재함을 요구하는데 비해 한층 더 약화된 것 

균형의 개념이다. 또한 게임의 형태에 따라 균형이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 13 -

[표3-2] 내쉬균형의 보수행렬

구분
B기업

전략 b1 전략 b2

A기업
전략 a1 (10, 5) (3, 3)

전략 a2 (3, 3) (5, 10)

[표3-2]의 보수행렬을 분석해보자. A기업이 a1전략을 선택하면 이 대한 B기업의 

최적전략은 b1이 된다. 전략 b2을 선택하면 보수가 ‘3’이지만, 전략 b1을 선택하면 

보수가 ‘5’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B기업가 b1의 전략을 선택하면 이에 

대한 A기업의 최적전략은 a1이된다. 앞의 분석을 적용하여 이번에는 A기업이 전략 

a2를 선택한다고 하자. 이 경우 B기업은 전략 b2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우

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고 2개의 균형이 존재하게 된다.

3.2 공유지의 비극과 목동게임

공유지의 비극은 주인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물품 등에 일어날 수 있

는 상황이다. 공동해역에서 각 국가의 과도한 어획, 산업공단 내 공장들의 과도한 

산업쓰레기 배출,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 남획 등 공동체 구성원의 이기적 동기에 

의해 공공자원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목동게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

떤 마을에 100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는 마을 공동 목지가 있다고 하자. 마을의 모

든 가구는 이곳에서 양을 기를 수 있다. 이 때 각 가구는 자신의 양을 이 공동 목지

에서 가능한 많이 키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 목지는 100마리 이상의 양을 기르

면 양이 풀을 먹는 속도가 풀이 자라는 속도를 압도하여 금방 황폐해진다. 따라서 

마을의 가구들은 모두 100마리가 넘지 않는 선에서 양을 공동 목지에 방목해야 한다.

각 가구는 공동 목지에 자신의 양을 더 방목할 때 얻는 이득과 비용을 고려하여,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더 방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비용이 이득보다 많으

면 방목하려 들지 않는다. 이 때 각 가구의 이익은 공유지에서 양을 길러 파는 돈인

데, 이를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만일 마을의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100만원 이

상이면, 각 농가는 공동 목지에서 더 이상 방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추가 방목으로 얻는 이득은 각 농가가 혼자 차지하지만 비용은 다른 농가

와 함께 부담하게 되어, 각 가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가구의 이익은 비용보다 커져 가구들은 공동 목지에서 양을 더 기르게 된다. 이

런 현상이 계속되면 공동 목지는 어떤 양도 기를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개인의 

이익 추구로 인한 자원의 낭비나 남용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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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한 마을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고, 두 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용의자 둘은 서

로 다른 곳에서 경찰에게 심문을 받았다. 이 둘은 서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용의자에게 제시했다.

용의자 A는 용의자 B가 침묵할 것으로 생각하면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B

가 자백하지 않으면 석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B가 자백해도 자백하는 것이 낫다.

자신이 침묵하면 1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지만, 자백하면 5년만 있으면 되기 때

문이다. 이는 용의자 B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용의자 A, B는 모두 자백을 하고 각

각 5년간 감옥에 있게 된다.

[표3-3]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의 보수행렬

구분
B

자백 침묵

A
자백 (-1, -1) (-15, 0)

침묵 (0, -15) (5, 5)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전략 중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강우월전략(strictly dominant strategy)이라고 부른다. 반

면, 어떤 전략(여기서는 침묵)이 강열등전략(strictly dominated strategy)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든지 상관없이 더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대안전략이 

존재함을 뜻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자백’은 강우월전략이며 ‘침묵’은 강열등

전략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합리적인 경기자라면 절대로 강열등전략인 ‘침묵’을 선택

하지 않는다. 즉, 용의자 A는 용의자 B의 전략에 상관없이 자백할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용의자 B도 역시 용의자 A의 전략에 상관없이 자백할 것이다. 결국 두 용

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각각 5년씩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즉,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있어서 유일한 우월전략해는 (자백, 자백)인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용의자는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는 가정 속에서 움직인다. 이 때 언제나 협동(침묵)보다는 배신(자백)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모두 배신을 택한다. 결국 둘 다 5년간 복역하게 되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백하지 않고 1년을 복역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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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쟁적 균형과 공동

체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최적간의 괴리로 요약된다.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협동할 수 없고, 비효율적인 결과가 계속 일어날 것만 같다. 하지만 이런 게임

의 예측은 단 한 번의 게임일 때에 한정된다. 게임이 반복되면 용의자들에게 비협

조적이었던 다른 용의자에게 벌칙을 부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서로 배신하던 사람

들은 벌칙을 두려워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눈에는 눈’ 전략이다. 이 전략은 처음에는 일단 협조한

다. 이 때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두 번째도 협조하는 것이다. 만약 협조했

을 때 상대방이 배신한다면, 다음 차례에는 배신하는 것이다. 양쪽 모두 ‘눈에는 눈’

전략을 쓴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4 주인-대리인 관계

주인-대리인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들을 말하며,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시는 보험시장과 

중고차시장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많은 쪽이 정보비대칭 상황을 이용해서 이

득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사고를 막으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가 적은 쪽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

는 것으로, 중고차시장의 소비자는 매물로 나온 차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가정해서 기대가격이 설정되고, 따라서 해당 기대가격범주보다 더 양호한 

상태의 차들은 공급자의 기대가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중고차시장에 나오지 않

게 되고, 오히려 상태가 불량인 차들만 공급되어 결국 정보가 적은 소비자에게 불

리한 선택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많은 대리인이 주인과의 이해관계에

서 벗어나 대리인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역선택은 

주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고용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실제 대리인의 능력과 성과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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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슴사냥게임

사슴사냥게임은 조건에 따라 협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슴은 사

냥꾼 2명이 힘을 합쳐야 잡을 수 있지만, 토끼는 혼자 사냥할 수 있다. 하지만 사슴 

1마리는 총 8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토끼 1마리는 2의 이득을 준다. 이 상황

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4] 사슴사냥게임의 보수행렬

구분 사냥꾼 B 사슴 사냥꾼 B 토끼

사냥꾼 A 사슴 (4, 4) (0, 2)

사냥꾼 A 토끼 (2, 0) (2, 2)

앞의 표와 같이 사냥꾼들이 협력하여 사슴을 잡을 경우 사슴 1마리에서 나오는 

이득인 8을 둘이 공평하게 나누며 각각 4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협력을 하

지 않고 각각 토끼를 잡는다면 각각 2의 이득을 얻으며, 공동으로 사슴을 잡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배신할 경우 자신은 2의 이득을 얻지만, 상대방은 전혀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즉, 사슴사냥게임은 상호 협력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3.6 전개형 게임모델

기업A와 기업B가 있는데 시장은 이미 기업B가 진입하여 독점을 하고 있다. 이 

때 기업A는 시장에 진입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B는 기업A가 시장에 진입할 것을 선택할 경우 ‘진입허용’을 통해 시장을 나

누어 갖는 전략을 취하거나, ‘출혈경쟁’을 통해 독점적 지위 유지하는 것 중 한 가

지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각각의 기업은 자신의 전략에 상대방이 어떤 전략으로 반응할지와 그에 따른 이

익 및 손실을 따져 최선의 전략을 선택해야한다. 이제 시장진입에 관한 전개형 게

임모델을 통해 기업A와 기업B의 상황별 전략을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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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A

진입포기 진입

(0, 0) 기업B

진입허용 출혈경쟁

(1, -1) (-2, -2)

[그림3-1] 전개형 게임모델의 전개도 1 [(A의보수, B의 보수)]

위와 같은 전개도를 보자. 기업A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시엔 당연히 두 기업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으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기업A가 시장에 진입을 

결정하였을 때 기업B는 두 가지 전략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출혈경쟁을 

통해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

할 것인지 이다.

출혈경쟁을 한다면 두 기업은 가격인하 등에 따른 수익 감소로 두 기업 모두 2의 

손해를 입게 되어 (-2, -2)의 보수를 얻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

던 기업B가 기업A의 시장진입을 허용한다면 시장진입에 성공한 기업A는 1의 이득

을 얻고 기업B는 시장점유률의 일부를 기업A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기존보다 1의 

손해를 입게 된다. (1, -1).

이때 기업B는 출혈경쟁으로 2의 손해를 입을 바엔 기업A에게 시장을 일부 내어

줘 1의 손해를 선택할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기업B가 시장진입을 허용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A는 시장에 진입하는 선택을 한다. 즉 ‘기업A의 시장진입

과 기업B의 시장진입허용’(1, -1)이 균형이다.

위의 전개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업A의 선택은 후방귀납(Backward induction)

으로 결정할 수 있다. 후방귀납이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결과로부터 현재까지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아 현재의 선택

을 결정하는 것이다.

각 기업의 선택의 결과로 인한 보수집합은 (0, 0), (-2, -2), (1, -1) 3개인데 이중 

기업A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시장에 진입하는 하는 것(1, -1)이기 때문에 기업B는 

기업A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출혈경쟁을 하는 것보다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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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적기 때문에 기업A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

을 예상한 기업A는 시장진입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자. 기업B는 자신의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기업A에게 "당신들이 시

장에 진입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출혈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협박한다. 하지

만 기업A는 이에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기업 B가 상품의 가격

을 인하하지 않는 한 기업B는 출혈경쟁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때 

기업B의 협박을 ‘신빙성 없는 위협’(incredible threat)이라고 한다.

그럼 기업B가 기업A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그 해결책은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이 경우 기업B는 -1의 

손해를 입는다.) 이 경우의 전개도를 다음과 같다.

기업B

상품가격 인하 상품가격 유지

기업A 기업A

포기 진입 포기 진입

(0, -1) (-2, -2)

(0, 0) 기업B

진입허용 출혈경쟁

(1, -1) (-2, -2)

[그림3-2] 전개형 게임모델의 전개도 2 [(A의보수, B의 보수)]

기업B가 상품가격을 인하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기업A는 시장진입을 하면 

-2를 얻게 되므로 시장진입을 하지 않아 0의 이득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기업B가 선제적으로 상품가격을 인하하였을 경우균형점은 (0, -1)이다. 이는 실질적

으로 출혈경쟁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업A의 시장진입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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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안전보건 활성화 방안

4.1 합리적인 과태료 수준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 위반을 하였을 경우의 벌칙(제9장)은 크게 형벌과 과태료 

부과로 나누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부터 제70조까지는 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제재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71조는 양벌규정, 제72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별 규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제재는 기업 경영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태료의 수준의 변화가 기업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을 위

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터 제6항 위반 시의 300만원 이하까지 6개의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4-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항목 위반내용 과태료 수준

제72조 제1항

- 석면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자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였음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자 등

5천만원 

이하

제72조 제2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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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반내용
과태료 

수준

제72조 제3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등

1천 500만원 

이하

제72조 제4항

-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

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

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등

1천만원 

이하

제72조 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

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등

500만원 

이하

제72조 제6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등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내용 또는 결과를 근로자대표가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

- 근로자의 준수 사항, 신규화학물질 양도또는 제공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자 등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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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최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 위반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안전점검 및 감독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기업당 

95만원 수준이다. 또한 법 위반업체가 점검대상의 90%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대부분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약 17.4%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산업안전

보건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 투자보다 적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 전략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4-2]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과 처리결과

(과태료 금액단위 : 천원)

년도
실시

업체

위반

업체

위반

비율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2008 24,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073

2009 19,374 18,708 96% 18,059 986 1,160,944 1,177

2010 27,990 23,436 83% 19,591 7,219 5,612,056 777

2011 21,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650 955

과태료 수준이 기업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법 위반이 없을 

경우인 무재해 기업에서 얼마만큼 안전보건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선행연구의 자료

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경영 활동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2008

년, 이백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무재해 기업은 근로자 1인당 평균 

522,569원을 안전보건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10명의 근로자가 있는 A라는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전략을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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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가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00만원(522,569원×10명)을 안전보건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무재해를 위한 투자를 할 경우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독을 진행할 경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안전보건에 투자

를 할 경우 정부에서 감독을 나오더라도 과태료를 낼 일이 사라지는 반면, 안전보

건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감독을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으로 과

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의 수준은 앞의 자료에서 살펴본 기업당 과태료 부

과수준과 비슷한 1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가정하자.

정부는 기업 A를 감독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100만원의 과세수입을 얻게 된

다. 하지만 기업 A의 과태료 징수액은 정부의 총 징수액에서 살펴보면 미미한 부분

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A에 대해 감독 또는 감독제외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정부의 보수를 모든 상황에서 없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정부의 

감독여부에 따른 기업 A의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표4-3] 과태료 수준에 따른 보수행렬 1

구분

정부

감독 감독제외

기업 A

투자 -500 -500

미투자 -100 0

기업 A는 정부가 안전보건감독을 한다고 예측했을 경우, 투자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이 비용으로 발생하지만, 안전보건에 투자를 안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만 손해를 

보면 되기 때문에 ‘미투자’가 기업A의 우월전략인 된다.

또한 정부가 감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투자를 하게 되

면 500만원이 바용으로 발생하지만, 투자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

기 때문에 손실이 전혀 없게 되며, 이경우도 역시 ‘미투자’가 기업A의 우월전략이 

된다.

즉, [그림4-1]과 같이 정부가 안전보건감독을 하든 안하든 기업 A는 모든 상황에

서 안전보건에 대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우월전략으로 작용하게 되어 산업안전보

건법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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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독 정부 제외

투자 미투자 투자 미투자

기업

A
-500 -100

기업

A
-500 0

우월

전략

우월

전략

[그림4-1] 기업 A의 상황별 보수

그렇다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정부와 기업 A의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이 변화되며, 기

업 A의 전략은 변화하게 된다.

[표4-4] 과태료 수준에 따른 보수행렬 2

구분
정부

감독 감독제외

기업 A
투자 -500 -500

미투자 -1,000 0

기업 A는 정부가 감독을 할 것으로 예측할 경우 안전보건에 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과태료 1,000만원을 내는 것보다 이익이 때문에 과태료 수준이 상향될 경우 

안전보건에 투자할 유인 커진다. 즉 정부가 감독을 추진할 경우 기업 A의 우월전략

은 안전보건에 투자하는 것이 된다.

반면 정부가 감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경우 기업 A는 안전보건에 투자할 

경우 500만원이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아무런 비용이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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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독 정부 제외

투자 미투자 투자 미투자

기업

A
-500

-1,00

0

기업

A
-500 -0

우월

전략

우월

전략

[그림4-2] 과태료 수준 변화에 따른 기업 A의 상황별 보수

과태료 수준 상향으로 인해 정부가 감독을 나올 경우 기업 A가 얻게 되는 보수

와 우월전략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업 A는 정부의 행동을 주의 깊게 예측해

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정부의 감독 - 안전보건에 투자], [정부의 감독제

외 - 안전보건에 미투자]로 상황별 균형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를 모든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일부 기업은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

문에 감독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일부는 안전보건

에 대한 투자비용보다 과태료 납부비용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투자를 하

지 않을 것이다.

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안전보건감독에 포함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안전보건감독을 예상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과태료 납부비용이 안전보건 투자

비용보다 크다면 안전보건투자가 우월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유

인이 커질 것이다. 또한 올해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같이 정부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점검대책 등을 발표할 경우 고위험군분

야에 해당하는 등 정부의 감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도 안전보건에 

투자를 할 유인 커진다.

과태료 수준의 상향은 모든 기업들의 안전보건 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

나, 이전보다 많은 기업들의 안전보건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과태료 수준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보다 높게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존과 달리 기업은 안전

보건에 대한 투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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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과태료 수준의 상향은 기업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수준 상향과 대비되는 혜택의 수준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기관에

서 기업에 제공하는 안전보건 관련 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제도,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제도 등 재정지원이 있

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제도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 주

는 제도이다.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제도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

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장 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이며, 연리 1.5%의 이자율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

다. 하지만 재정지원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재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5)에 제1

호 제5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 시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100분의 1,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 종소기업은 100분의 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적용기한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일

몰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은 현재의 세액공제비율로는 안전

보건에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제율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시설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개인 보호구 등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제도이다. 우선지원 대

상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지원이 되며, 해당기업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산업안전 관련 

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

간 최대 480만원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구직자의 연령이 제한적이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채용자의 연령 제한을 없애도 지원금 지급기간의 연장된다면 기업이 안전인력을 확보

하는데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과태료 수준의 상향은 기업들의 안전보건을 활성화하는데 도움될 요인이 있지만,

정책에 대해 반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수준 향상과 더불

어 기업에게 제공하는 수혜의 수준도 함께 향상한다면 안전보건 투자가 원활히 증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5)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

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한다.

   5. 산업재해 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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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비용 분담

앞서 살펴본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 산업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울산 산업단지 화학배관에 대해 살펴보자. 울산 산업단지 내에서는 여러 화학공장

이 가동 중에 있다. 이러한 화학공장들은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배관을 통해 

여러 화학물질을 주고받고 있다. 배관을 매설하는 부지는 산업단지 내의 회사들의 

공유지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나, 누구도 관리를 하려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배관은 오래 전에 매설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

며, 이력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위치에 어떤 배관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화학배관 중 하나가 접지 불량 등으로 누출되거나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관사고는 산업단지 내

의 회사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시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

치는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

공용부지나 공용시설물에 대한 안전비용 분담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섀플

리의 분배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섀플리의 분배이론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체가 참여했을 때 참가자들의 공헌도, 수혜정도를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이론

으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비용 분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상대론적 비례주의와 섀플리의 분배이론을 통해 산출한 분담금을 

비교하여 각 상황별 분담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살펴보자.

분석을 위해 A, B, C, D 등 4개의 회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공간 등에 

대해 비용을 분담하여 안전설비를 갖추기로 하였다고 가정하자. 공용시설의 사용면

적이 가장 작은 A사는 40,000천원의 설비만 설치하여도 자사가 활용하는 공간에 대

한 안전성이 확보되며, 그 다음으로 활용 공간이 작은 B사는 100,000천원, C사는 

120,000천원을 투자하면 안전성이 확보된다. 가장 사용면적이 큰 D사는 안전성 확

보를 위해 200,000천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4개의 회사가 비용분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때, D사가 먼저 제안한다.

상대론적 비례주의에 입각하여 비용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상대론적 비례주의는 각 

사별로 필요한 금액을 모두 합한 후 각 기업이 차지하는 필요비용의 비율로 분담금

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A사는 필요비용 40,000천원으로 4개사 비용의 총합인 

460,000천원의 약 8.7%를 차지하여 17,391천원을 분담하게 된다. B사는 21.74%로 

43,478천원을 C사는 26.09%로 52,175천원을 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비용이 200,000천원인 D사는 총 비용의 43.47%인 86,956천원을 분담하게 

된다. 각 사별 분담금 세부내용은 [표4-5]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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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상대론적 비례주의에 따른 각 사별 비용분담

(단위 : 천원)

구분 A B C D 총합

비용 40,000 100,000 120,000 200,000 460,000

비율 8.70% 21.74% 26.09% 43.47% 100%

분담금 17,391 43,478 52,175 86,956 200,000

A사는 이러한 D사의 제안을 듣고 섀플리의 분배이론을 적용하여 비용을 분담하

자고 제안한다. 40,000천원까지의 공용시설은 4개사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4개사

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이후 B사가 필요한 100,000천원까지 60,000천원의 추

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 추가비용에 대해 A사는 수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B, C, D 3개사만 각 20,000천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C사가 필요한 120,000천원

의 시설은 C, D 2개사만 수혜를 받기 때문에 2개사가 추가로 필요한 20,000천원에 

대해 C, D사가 각 10,000천원을 부담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의 비용이 드는 D

사까지 진행하면 [표4-6]과 같이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표4-6] 섀플리의 분배이론에 따른 각 사별 비용분담

(단위 : 천원)

구분 40,000 60,000 20,000 80,000
각 사별 

분담액

A 10,000 0 0 0 10,000

B 10,000 20,000 0 0 30,000

C 10,000 20,000 10,000 0 40,000

D 10,000 20,000 10,000 8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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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제안한 섀플리의 분배이론과 D사가 제안한 상대론적 비례주의에 따른 각 

사별 분담금액을 비교하면 [표4-7]과 같다.

[표4-7] 상대론적 비례주의와 섀플리의 분배이론에 따른 각 사별 비용분담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섀플리의 분배이론 상대론적 비례주의

A 10,000 17,391

B 30,000 43,478

C 40,000 52,175

D 120,000 86,956

D사를 제외한 3개의 기업은 섀플리의 분배이론을 적용할 경우 상대론적 비례주

의에 비해 A사는 분담금이 7,391천원이 줄어들고, B사는 13,478천원, C사는 12,175

천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추진할 유인이 커진다. 다만,

D사의 경우 자사가 공용설비 구축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섀플리의 

분배이론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상대론적 비례주의의 분담금보다 

33,044천원을 더 부담하게 되므로 섀플리의 분배이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

으며, 최악의 경우 안전설비 확보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분담금 문제로 공용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 즉, 공용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부담해 준다거나, 안전에 대한 지출

비용을 조세감면비육을 확대해주는 등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지

원금과 조세감면의 규모는 상대론적 비례주의와 섀플리의 분배이론의 분담금 차이를 

책정한다면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비용 분담을 원활히 진행될 확률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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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

주인-대리인 문제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기

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에 의한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역선택은 

정보,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안

전보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무관심할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일원으로 고용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순환보직 등 기업 내부의 인사제도 등으로 인해 전문지식

이 필요한 안전보건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직을 차지할 경우도 안전관

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대리인의 행동은 대리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인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주인은 대리인이 업무 진행과정은 파악할 수 없고 대리인의 업무성과

만 알 수 있다. 셋째 대리인이 이기적 동기에 따라 취한 행동은 기업 전체 측면에

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역선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 무관심할 

경우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직원이 대충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즉, 안전보건 담당 직원이 업무에 소홀히 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

면 사업주는 해당 직원이 유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상태는 나날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안전관리자의 목표는 사업장의 무재해이며 업무에 근면할 경우 기

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20%이며, 업무를 태만 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확

률은 80%이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업무에 충실한지 소홀한지는 알 수 없

으며 오로지 산업재해 발생 유무로 안전관리자를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

면 [표4-8]과 같다.

[표4-8] 안전관리자의 근무태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확률 분포

구분 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자

근면 80% 20%

태만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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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는 업무에 충실하더라도 20%의 확률로 산업재해가 발

생할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는 반면 업무에 소홀히 하

더라도 20%의 확률로 무재해를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안전관

리자의 안전보건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일부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노력하기보다 사업주를 속이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채 임금만 받아갈 발생

할 유인이 생긴다. 이 경우 기업의 안전보건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고 언젠

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커진다.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태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지

급하여 안전관리자의 행동을 ‘근면’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가정

을 추가해보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성과급 

100만원을 지급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안전

관리자의 기대수익은 다음과 같다.

- 근면 : (100만원×0.8)+(0원×0.2)=80만원

- 태만 : (100만원×0.2)+(0원×0.8)=20만원

안전관리자의 성과급에 대한 기대수익은 근면일 경우 80만원, 태만일 경우 20만

원으로 근면일 경우가 기대수익이 60만원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본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안전보건업무를 근면하게 수행할 유인이 커진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을 통한 근면한 업무수행 유도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에서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부족 및 무관심이 원인이다. 즉, 주인-대

리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한 직

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

우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일반 직원들과 안전보건

에 대해 원활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안전보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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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원청업체-하청업체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

최근 원청-하청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뽑히는 것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위험의 외주화를 들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

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준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원청 근

로자 0.05명 대비 원청과 함께 상주하는 하청 근로자는 0.21명 수준으로 하청 근로

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이 4배 가량 되었다. 이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게 맡기는 

대신 원청업체는 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표4-9]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결과

(단위:명, %, ‱)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고

사망자수
재해율

사고사망

만인율

원청 193,982 1,527 1 0.79 0.05

상주 181,208 354 7 0.20 0.39

비상주 26,513 21 0 0.08 0.00

원청+상주 375,190 1,881 8 0.50 0.21

원청+상주+비상주 401,703 1,902 8 0.47 0.20

사업장에 안전보건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사업주와 근로자, 원청과 

하청의 협력은 필수이다. 게임이론의 대표적 협조모형인 사슴사냥게임으로 사업주

와 근로자의 협력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보자.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원청과 하청업체가 협력하면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 등으로 인해 각각 ‘5’의 이득을 얻는다. 하청업체는 

안전보건을 위해 원청과 협력을 원하지만 원청업체는 안전보건협력에 무관심하면 

하청업체 자체의 노력만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원청업체는 위험의 외주화로 추가의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2’의 이득을 얻는다.

반대로 원청업체가 안전보건에 협력하기로 하여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안전보호

구 지급, 통합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지만 하청업체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 

개선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원청업체는 별다른 이득을 얻을 수 없지만,

하청업체는 자사의 안전보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 때문에 ‘2’의 이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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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으로 상호 협력하지 않는 상황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없으며, 산업재

해․생산능률 저하 등으로 모두 ‘-2’의 손해를 입는다. 이러한 상황을 보수행렬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10] 원청과 하청업체의 보수행렬

구분 하청 안전보건 협력 하청 안전보건 무관심

원청 안전보건 협력 (5, 5) (0, 2)

원청 안전보건 무관심 (2, 0) (-2, -2)

원청업체의 경우 하청업체가 안전보건에 협력할 경우 원청업체도 협력하면 ‘5’의 

이익을 얻지만, 무관심하면 ‘2’의 이익을 얻는다. 또한 하청업체가 안전보건에 무관

심할 경우 안전보건에 협력하면 ‘0’이지만, 같이 무관심하게 되면 ‘-2’의 손해를 입

는다. 즉 원청업체의 경우 하청업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던 안전보건에 협력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하청업체의 경우도 원청업체와 같이 원청업체가 어떤 전략

을 선택하던 안전보건에 협력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는 서로 협력할 경우 이익 최고가 되는 사슴사냥게임

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서로 협력을 할 경우 얻게 되는 전체적인 이익의 크기를 

간과하고 위험작업, 안전비용 등을 전가할 경우 나타나는 근시안적인 이익으로 인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청업체-하청업체의 안전보건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

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행동을 취하기보다 일원화하여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할 경우 원·하청 사업장 모두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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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안전보건경영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요인

정부가 안전보건경영활성화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지 포기할지

를 정하면 기업이 이에 협조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순차게임을 분석해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정부가 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포기할 경우 더 이상 게임의 진행은 없

으며 기업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지 비협조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선

택에 따른 보수가 어떠한지를 비교해야 한다.

정부

포기 추진

기업

협조 비협조

[그림4-3] 정부와 기업의 순차게임 형태

각 선택의 결과에서 정부와 기업이 얻게 되는 보수를 살펴보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자.

1) 정부는 산업재해(특히 업무상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시 사업추

진 등으로 ‘a’만큼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정책을 미추진시 해당예산은 절감

되지만 ‘b'만큼 의 비판 및 지지도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2)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실시할 경우 ‘c’만큼

의 자원을 투입해여 ‘d'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c'를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경우 ’e'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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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경영 추진할 경우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 책임 실천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f'만큼 얻게 된다.

4) 정부는 산업재해감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이 이에 협력해야 정책적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정책 추진 성공에 따른 보수 ‘g'를 얻는다. 만약 

기업의 비협조로 산업재해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정책의 실패로 보

수 'h'만큼 신뢰도 등을 잃게 된다.

정부

포기 추진

(a-b, 0) 기업

협조 비협조

(-a+f+g, -c+d+f) (-a+f-h, -c+e)

[그림4-4] 정부와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활성화 관련 게임모델 [(정부의 보수, 기업의 보수)]

위의 모델을 보면 정부는 상황별로 (a-b), (-a+f+g), (-a+f-h)의 3가지 형태의 보수

를 얻게 된다. 정책을 미추진할 경우 예산 'a‘는 절약되지만 ’b'만큼의 비판과 지지

도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정책 추진 시에는 ‘a'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f'만큼

의 긍정적인 보수를 얻게 되고 정책의 성공·실패 여부에 따른 추가로 ‘g'의 보수를 

얻거나 ’h'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정부가 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예산(a)에 비해 정책 미추진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b)가 

커야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따른 긍정적 효과(f)가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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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지 안할지는 기업의 각각의 보수 (-c+d+f), (-c+e)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c'라는 자원을 안전보건에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하는 'd'와 ’f'

의 합이 타 사업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e'보다 클 경우 기업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에 협조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해야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정책에 협조할 경우 

정책목표 달성 및 ’g'만큼의 보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정책에 협

조할 경우의 보수 'd+f'가 타 사업에 투자할 경우의 보수인 ‘e'보다 적어 기업이 정

책에 비협조할 경우 ’g'의 보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즉,

’e-(d+f)<g'일 경우 정책 성공 시 얻을 수 있는 ’g'의 보수만큼 기업에 추가 조세감

면, 지원금 확대, 각종 제약조항의 완화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이 정책에 협조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안전보건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내부의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분석해 

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기 위

해 산업재해를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산

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내

부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

지가 정해지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행동하는 순차게임을 분석해보자.

사업주

현 상태 유지 안전보건경영 추진

근로자

비협조 협조

[그림4-5] 사업주와 근로자의 순차게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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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현재의 안전보건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상유지를 하게 되면 

기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근로자 또는 현재와 같이 근무를 하면 된다. 이 경

우 기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사업주가 현재의 안전보건상태에 문제점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활성

화가 자신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선택해야 한다. 즉, 적극

적으로 사업주의 경영방침에 협력을 하는 전략과 소극적 또는 현 상태 유지와 같이 

사업주의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전략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1) 사업주가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추진을 위해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을 위한 설

비 투자, 안전보호구 구입, 근로자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등 안전보건경영 활

성화를 추진할 경우 ‘a’만큼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야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작업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효

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은 ‘b'만큼 증가한다.

3)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을 포기할 경우 ‘a'의 예산 및 인력을 다른 부문에 투입

하여 ’c'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추진할 경우 근로자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으로 ‘d'

만큼의 효용이 증가하지만, 미추진시 산업재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 ‘e'만

큼 효용이 감소한다.

5) 근로자가 안전보건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안전보건경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산업재해예방으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f'만큼 효용이 증가

하지만, 근로자가 참여를 안 할 경우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감소하여 각각 ’g'

만큼 효용이 감소한다.

6) 근로자가 현 상태 적응 및 유지에서 얻는 편안함 등의 크기는 ‘h’이며, 안전보

건경영에 적극 참여할 경우 작업습관 변화, 안전교육 적극 참여 등으로 인해 

‘h'만큼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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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현 상태 유지 안전보건경영 추진

(-a+c, -e+h) 근로자

협조 비협조

(-a+b+f, d+f-h) (-a+b-g, d-g+h)

[그림4-6] 기업 내 안전보건경영 활성화 관련 게임모델 [(사업주의 보수, 근로자의 보수)]

위의 모델을 보면 사업주는 상황별로 (-a+c), (-a+b+f), (-a+b-g) 3가지 형태의 보수

를 얻게 된다. 사업주는 'a‘의 예산 및 인력을 다른 부문에 투입하여 얻게 되는 수

익 ’c'와 안전보건경영 추진하여 얻게 되는 ‘b+f', ’b-g'의 크기를 비교하여 안전보건

경영에 추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개선활동 추진시 얻

게 되는 최소의 보수는 근로자가 비협조하는 경우의 보수인 ‘b-g'이기 때문에 사업

주는 ’c<b-g'일 경우에는 안전보건경영 추진하지만, ’c>b-g'일 경우에는 다른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이다. 즉, 근로자의 참여가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자원을 안전

보건경영 추진에 투입했을 때 얻는 이익이 다른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클 경우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근로자는 상황별로 (-e+h), (d+f-h), (d-g+h)의 3가지 형태의 보수를 얻는다. 사업

주가 안전보건경영을 미추진시 근로자는 현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노출

에 따른 위험을 계속 감수해야 하지만, 현 상태 유지에 따른 편안함 등으로 ‘-e+h'

의 보수를 얻는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재

해 노출위험인 ‘e'의 크기가 커질 경우 현 상태 유지에서 얻는 보수의 크기가 안전

보건경영 추진시의 보수들보다 작아지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

건경영 활성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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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 등이 조성되어 ’d'만큼 효용이 증가한다. 또한 사업주의 방침에 협조할 경우 

성공적인 안전보건경영 추진으로 효용이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변화 노력으로 현 

상태의 편안함인 ‘h'를 포기해야 한다(d+f-h). 반면 사업주의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예방 효과 감소로 ’g'만큼 효용이 감소하지만 현 상태의 편안함을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에 ‘h'의 효용을 유지하게 된다(d-g+h). 즉 근로자가 안전보건경

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 긍정적 효과의 커야하며 현 상태의 변

화에 따른 수고가 적어야 한다(f-h>g+h).

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

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근로조건 향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보건경영 추진할 경우 

얻게 되는 효용(f)과 반대 상황에서 얻게 되는 효용(g)이라 판단된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공통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사간 상호 

협력은 안전보건경영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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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의 상황별 행동전략 및 

결과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게임이론을 통해 살펴본 안전보건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재해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 안전에 

대한 규제는 행정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제로 분류해 규제완화 대상이 되지 않는

다.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에 안전 관련 지도감동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정부들의 일반적 관행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규제완화 요구로 안전보건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완

화를 여러 번 실시했다. 사고 근절에 대한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여 민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수준은 상향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부과

되는 과태료의 수준은 산업재해의 규모 및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했듯이 과태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입장

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장비 등을 갖추는 비용보다 적발시 과태료

를 납부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일방적인 벌칙조항의 강화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 증가에 따른 여러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위험성평가제도를 통한 산재보험료 감면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보건에 대

한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장려금 제도 등에 포함된 안전보건 관련 수혜조건을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혜수준에서 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일몰기간 및 공제율, 지원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재정적인 

이유로 안전보건설비 등에 투자를 못 하는 기업들도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주인-대리인 문제 및 청년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비교적 그 자격 요건이 전문성이 있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실제 사업장의 안

전보건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직위에 대한 자격요건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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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등을 증설 및 인력을 양성·투입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

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

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자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경영 핵심목표에 포함시켜

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는 노사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작업

자는 현장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소통과 배려,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안전관리 위원회 등 각종 제

도 활성화, 인센티브제 운영 등 좋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및 운영해

야 한다. 작업자 개인은 안전수칙준수, 안전점검, 보호구착용, 정리정돈, 안전보건교

육 적극 참여 등 기본에 충실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꾸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은 단순한 투자-비용 개념과 별개의 것임을 인식시켜

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제도, 설비, 기술 등은 선진국 수준

에 올라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추가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5.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파악되었다. 첫째 게임이론 모

형을 통한 분석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반드시 합리적으로 행동하

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복잡·다양한 산업현장을 단순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또한 단순화되었다. 셋째 보수행렬 등에 대한 수리적 모형을 구축하지 

않아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 이러한 한계점 보완되면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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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vigoration of Safety and Health Using Game Theory

Yeonho Lee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Korea has become a world-class exporting power through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t continues to be ranked among the top countries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country's status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osting the

Olympic Games in the East and the Summer Games, and holding the World

Cup is on the rise in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s a result of emphasizing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Korea has shown insufficient safety and health level, which is below the

economic level, such as the highest accident death rat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estimated economic loss of about 22 trillion won per year

among OECD member countries .

The biggest problem of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is that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industrial accidents and accidental deaths are decreasing or

stagnating, while industrial accidents compensation and the number of recipien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 wasted resources that have to be used

positively due to industrial disasters will be a socially sustainable burden.

In order to reduce personal and economic loss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 analyze the behavior of economic agent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government, workplace, and workers by applying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to improve And suggest way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rough game theory, it can be deduced that the

penalty level should be raised in order to increase investment in safety and

health of enterprises. If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raise the penaltie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and show a strong will, the enterprise will be the

most superior strategy to invest in safety and health and will lead to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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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may be different opinions on how to bear the cost of sharing in

connection with the sharing of safety costs for public facilities. At this time, the

distribution theory of Shapley can share a reasonable share of cost because it

shares the cost considering the benefit paid. It will be possible to smoothly

invest in safety and health if the large-scale enterprises that receive the most

benefits and thus receive the greatest cost are provided with additional tax

exemption for safety investment.

We can derive from the fact that the interest of the employer in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place is the main factor in securing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place through the master - agent problem of game theory. The

problem of outsourcing of the risk, Can be derived. The efficiency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an be enhanced through collaboration such as unifying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the subcontracting subcontract.

The role of each economic entity is important for the promo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Korea. Governments should show strong commitment to

disaster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penalty fee to an appropriate

level and expand the support for safety and health to increase the investment of

enterprises in safety and health.

The company recognizes that prevention of disasters through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s to fulfil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users should include

in the management core goal to create a safe workplace. In addition, since safety

management can be accomplished by labor and management, users and workers

should create a coexistence environment so that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can

be actively carried out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jointly establish and

operate a good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support for safety management of partner companies, activation of

various systems such as safety management committee, and incentive system

operation. Workers should strive to be faithful to the basics, such as observing

safety regulations, safety checks, wearing protective gear, arranging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Korea, laws, systems, facilities, and technology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re at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if interest in safety

and health is added,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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