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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이 유 정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산업의 고도화, 자동화, 설비의 대형화 등

으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업

무상 질병은 1986년 방송국 타자수에 의한 질병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2016년 산업재해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업무상질병 7,876건 중 근골

격계질환은 4,947건으로 전체 업무상질병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산업

현장에서의 작업손실은 10만명당 153,266일, 손실비용은 10만명당 155억으로 보고되

었다. 산업현장의 복잡다양화, 단순반복작업의 증가, 작업형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산

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변화, 개인의 생활양식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03년부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이하 유해요인조

사) 실시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골격계질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어 현 제도가 사업장에 올바르게 적

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현행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의 제언이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정책 입안 및 유해요인조사 도구 개선에 활용됨을 목적으로 하며, 근골격

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전국 2,700개소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제도 이행실태를 분

석하고, 10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제도 미이행 사유에 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조사 미실시 원인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및 유해요인조사 도

구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비율은 평균 

73%로 조사되었고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비율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경우(50인 미

만, 미실시 비율= 83.5%)가 사업장의 규모가 클 경우(50인 이상, 미실시 비율 = 

48.6%) 보다 약 1.72배 높게 나타났다.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유로는 법적 제도 모

름(39.4%),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한 조사방법을 모름(30.3%), 법적인 보고 의무가 없

어서(12.1%), 전담 인력 부재(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태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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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시의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유해요인조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조사방법을 간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 규모

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전문인력(예:안전보건담당자)을 배치하고, 전담 인력에게 근로

자 건강보호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사각지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조사 이후 작업환경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업종별·직종별 개선 사례에 관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함으로서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정책 입안 및 유해요인조사 도구 개선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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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이탈리아의 직업병 연구와 노동자 보호의 선구자로 활약한 레나르디노 라마치니

(Ramazini)는 산업현장에서 작업 도구의 주요 기능이 나빠져서 작업자가 부자연스러

운 자세나 거칠고 비정기적인 동작을 쓰게 되는 것이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 이

며, 이로 인하여 작업자의 인체에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

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

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며,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은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작업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질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누적 외상병 또는 누적 

손상장애(CTD; cumulative trauma disoders)라 불리기도 하며, 반복성 작업에 기인하

여 발생하므로 RTS(repetitive trauma syndrome)로도 알려져 있다[2].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산업의 고도화, 자동화, 설비의 대형화 등

으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업무상질병은 1986년 방송국 타자수(타이피스트)에 의한 질병을 시작으로 1996년 전

화교환원 근로자들의 영상표시단말기(VDT; 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이  발병

하여 문제시 되었으며, 1999년까지 근골격계질환자수는 300여명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3]. 2006년부터는 업무수행 

중 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요추부의 부상을 의미하는 사고성요통이 산업재해 근

골격계질환 인정기준에 포함되면서 아래 [그림 1-1]과 같이 근골격계질환자 수치가 

급증하였고, 2016년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은 4,947건으로 전체 업무상질병의 62.8%로 

보건과 관련된 재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3][4]. 특히, 근골격계질

환이 전체 업무상질병의 60%수준을 차지하는 원인으로는 산업현장의 복잡다양화, 

단순반복작업 증가, 작업형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 개인의 생활양식 변화 등 복잡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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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최근 20년간 업무상질병자수 및 근골격계질환자수 현황[3][4]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산재요양 및 보상에 있어서 근골격계질환

에 의한 직접비(지급액)가 2000년에는 59억이었으나 2008년 1,556억까지 약 26.4배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원종욱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례이

더라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산재보험 청구 

자료에 의한 산출 결과보다 직접비 지급액은 2~3배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

다. 또한, 2015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근로자 작업손실일은 

10만명당 153,266일이고, 손실비용은 10만명당 155억으로 보고되었다[6]. 이러한 데

이터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근로손실이나 손실액이 매우 크며 이에 따른 관리 

및 예방 대책이 시급성을 절실히 나타낸다. 

급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1997년 영상표시

단말기(VDT) 취급 근로자를 위한 작업관리지침(노동부 고시 제1997-8호) 제정 이후 

1998년 단순 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 지침(노동부 고시 제1998-15호)을 제정하였

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03년 7월부터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를 사

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근골격계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정당시 노동부 고시 2003-24호, 

현재 제2018-13호)로 규정해두고 있다[7][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통지 및 사후조치 

등의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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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된 법적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5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근골격계질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어 현 제도가 사업장에 올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비율이 높은 사업장 및 근로자 특성을 파악하

고, 근골격계질환 발생 형태에 따른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공

단에서 컨설팅을 수행한 사업장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현황 및 유해요인조사 제

도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한 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근골격계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미실시 사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개선 방향 및 효율적 실시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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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로자에게 발생가능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아래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제도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미

실시 사업장의 미실시 사유를 분석한다. 

2) 유해요인조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유해요인조

사 도구 개선(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공

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재해율을 분석하고 2017년 안전보건공단 27

개의 지역본부·지사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전국 2,700개소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제도 이행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리고 10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제도 미이행 사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미실시 원인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및 유해요인조사 도구 개선에 관한 연구결

과를 도출하였다. 

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을 

통한 연구목적과 그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 수행 및 이해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제 3장에서는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이행 실태를 파악

하고, 이행률이 저하된 원인 및 향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4장은 

연구 결과에 근거한 유해요인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서술하고,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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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배경

2.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일반적인 질병과 직업병 사이에 있으면서 작업장 상

황, 조건 등 작업관련 요인 이외에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심리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그림 2-1]과 [그림 2-2]

와 같이 생태모델(Ecological model) (Sauter & Swanson, 1996)과 작업형태모델

(Workstyle model) (Feuerstein. 1996) 등의 모델로 설명된다[9]. 그 외에도 작업관련

성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한복순, 2006) 등 근골격

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림 2-1] An ecological model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From Sauter and 

Swanson (19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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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Workstyle model. Adapted from Feuerstein(1996)[9].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인 작업적 요인, 개인적인요인,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구체

적으로 작성하면 아래 [표2-1]과 같다[10].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과 생체역학적 

부하에 따른 근육과 건 등의 근골격계 긴장과 피로의 누적은 통증과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반복적 증상과 적응의 과정은 조직 손상으로 연결되어 만성적 질환으로 

발병하게 된다. 

[표 2-1]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10]

구  분 구체적 요인

작업적 요인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작업의 

지속시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동력을 이용한 공구 

사용 시의 진동 등

개인적 요인
나이, 성, BMI(Body mass index), 체격과 체력, 질병력, 

우울, 불안, 성격, 통증에 대한 반응행태, 취미, 가사노동 등

사회 심리적요인
작업 만족도, 직무요구도, 사회적지지, 의사결정 또는 직무 

자율성, 상사 및 동료들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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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메커니즘

은 아래 [그림 2-3]과 같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요부질환 발생으로 예를 들면 인력

운반작업, 빈번하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작업, 전신진동 작업 및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 작업관련성이고, 낮은 직무 만족도, 높은 직무 요구도, 낮은 사회적지

지도, 높은 스트레스 인지도 등이 사회 심리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성별, 우

울 또는 불안, 정신적 고민, 성격, 통증에 대한 반응행태 등이 개인적요인으로 작

용하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양-반응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10].

[그림 2-3] 근골격계질환 발생과정[10]

  우리나라 산업재해통계에서 근거하여 근골격계질환을 분류하면, 사고성요통, 신체

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비사고성・작업관련성요통, 수근관증후군으로 분류된

다[4].

  사고성 요통은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요추에 일시적이고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병이 발병한 경우로, 이른바 ‘아차사고’, ‘삐

끗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을 의미하며, 산업재해 통계에서 사고성재

해가 아닌 업무상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16].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은 

동일 신체부위의 반복동작,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

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기 부담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비사고성 요통·작업관련성요통은 일정기간 

지속적인 근로에 의한 허리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으로 발생하는 국소의 피로현상이 

발생 원인으로 중량물 운반, 불편한 자세로의 장시간 같은 자세의 유지 등이 원인

으로 작용하고, 수근관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잘 알려져 있



- 8 -

는 질환으로 대게 근로자가 손목이 꺾인 상태나 과도한 힘을 준 상태에서 손 동작

을 반복할 때 발생된다. 장시간 컴퓨터 사용자, 치과 위생사, 진동 공구를 사용하

는 직종, 정원사, 도살업자, 기계 조립부서 근로자 등에서 다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업무

관련성 평가 및 재해조사를 통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상 요양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자세한 인정기준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11].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

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

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

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

장해, 운동기능장해



- 9 -

2.2 국내 및 선진국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법 비교

2.2.1 국내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법과 제도

  국내에서는 1997년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 취급 근로자를 

위한 작업관리 지침 제정 이후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꾸준한 증가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및 활동을 규정하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법·제도는 아래 [표 2-3]

과 같다.

[표 2-3] 국내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법·제도 연혁

제·개정 

일자
근거 법, 제도명 비고

1997년

노동부고시 

제1997-8호➜ 고시 

제2015-44호로 개정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근로자 

작업관리지침 

1998년/

2000년

노동부고시 

제1998-15호

➜ 고시 

제2000-72호로 개정

단순 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 항 제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의 명시

2003년 

7월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 고시 

제2018-13호로 개정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신설

11가지 부담작업 기준 

명시

2003년/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의학적조치 등 

사업주의 책임 명시

2008년/

2017년

노동부고시 

제2008-43호➜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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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 선진국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법·제도[12].

국가 주요내용 특이사항

미국

-대부분의 

주와 

연방정부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NIOSH(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서는 근골격계질환과 요인별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등 근골

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

수행

• OSH Act 제5조  "일반의무규정

(General Duty Clause)"에 의거

하여 인간공학적 작업환경을 관리

•(Michigan) 제정 준비 중

•(Washington) 인간공학기준을 

채택하였다가 폐지

미국-Califor

nia주

• 정기적인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증상설문조사는 자율적으로 수행

•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평가

도구를 권고하고 있으나 자

발적인 준수사항임.

스웨덴

• The Work Environment Act - 

Ergonomics for the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FS1998:1]에 근거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Risk 

assessment 실시

• Risk assessment 주기는 미정

이지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신규설비 도입시, 작업환경이

변할 때는 risk assessment를

수행

• 10인이상 사업장은 Risk 

assessment의 결과를 보관

하며, 지역감독관과 법원의 

감독을 받음

영국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1974)에 근거하고 세

부사항은 regulation 으로 규정

하고 있음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에 

따라 Risk assessment 실시

• 업종별․규모별 구분 없음

• Risk  assessment의 주기는 

정해져있지 않음

•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거

나 신규설비 도입시, 작업환

경이 변할 때는 risk 

assessment를 수행

• 증상설문조사에 대한 법적 강

2.2.2 주요 선진국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도

  주요 선진국에서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법, 제도, 지침 등의 규정

과 예방·관리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2-4]와 같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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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은 없으며,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실시

- HSE에서 제공하는 Manual 

handling, Upper limb 

disorders, Display Screen 

Equipment(DSE)에 따른 체

크리스트에 따라 실시를 권고 

호주

• 법의 제정과정에서 노사의 실질

적 참여와 합의에 의한 법안이 

제정

• 중량물 인력취급작업(Manual 

Material Handling)은 규정으

로 명시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Manual Handling) 

Regulation (1997)

• 정기적인 유해요인조사, 근로

자 설문조사 및 위험 작업 

분류 기준 등은 법에 명시되

어 있지 않고 사업장 자율적

으로 운영

• 작업장 환경 개선을 지시 받

고 불이행시 하루 당 AU$ 

1000의 벌금과 최대 AU$ 

99,000 까지 부과

캐나다

• 인간공학기준의 준수는 노동법

의 Part Ⅱ 산업보건 및 안전에 

규제를 받음

• 노동법 이하의 규정(regulation)

에서 수공구 및 인력운반작업

(Manual Handling of 

Materials)에 대한 사항을 규제

하고 있음

• 위반 및 처벌에 대하여는 기

소시 유죄판결 이 있을 때 

1,000,000달러 미만의 과태

료 또는 2년미만의 구속, 또

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지거

나 약식 유죄 판결시 

100,000달러 미만의 과태료

에 처해질 수 있음

일본

• “사업 주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

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없이 

몇 가지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 권고나 지침형태를 띠고

있고 강제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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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유해요인조사 제도 

2.3.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

부 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에서 고시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 [그림 2-4]와 같다[7][8]. 

이는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의 유형에 따라 하루에 얼마나 지속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상한선의 개념으로 나타내었으며, 허용시간의 한계선

은 누적시간의 개념으로 하루 동안 정의된 작업자세를 취하는 시간만을 합산한 시

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13].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그림 2-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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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 및 조사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

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등 작업환경을 개

선하는데 있다.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장

은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

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도 수시(1개월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8].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에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의 적절한 방

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

으로 수행가능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조사결과를 작업개선에 적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guide h-9-2016)을 개발하여 사업장

에 제공하고 있다. 유해요인조사 지침은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사

용이 가능한 것이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에서 규정한 적

절한 방법에 대한 선택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guide에서 제공하는 조사방

법과 조사 양식을 활용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5]. 

단,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아래 [그림 2-5]과 

[그림 2-6]과 같이 kosha-guide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야 한다[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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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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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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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

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

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

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3. 3.>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

야 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

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령 정보는 아래 

[표 2-5]와 같고 그 정보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2-7]과 같이 표현된다. 조사 방법

으로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후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우선 순위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등의 유해요인관리와 개선효과평가의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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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

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

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

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

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

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

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

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

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

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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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유해요인조사 흐름도[7]

  그러나 선행연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의미를 묻는 설문에 참여한 사업주 중 5.3%

만이 “조사대상, 개선대상, 질환 유발 가능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48.3%는 

“근골격계질환 유발 가능작업”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유해요인조사 대상 작업으로 유해도가 높은 경우에 개선을 실

시하여야 하는 현재의 제도 취지 조차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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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 발생형태별 분류

[그림 3-2]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 업종별 분류

제3장 국내 유해요인조사 제도 이행 실태 조사 및 분석

3.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발생 추이

  2016년 공식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형태, 업종, 규모, 

성(gender), 연령, 규모별 상세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는 아래 [그림 3-1]과 같다[4]. 

먼저 재해형태별 발병비율은 사고성요통(43.7%),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42.4%), 비사고성 및 작업관련성요통(11.6%), 수근관증후군(2.3%) 순서로 높게 분석

되었다. 

  아래 [그림 3-2]에서와 같이 업종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43.14%), 기타의

사업(서비스업)(35.76%), 건설업(13.14%) 순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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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 규모별 분류

[그림 3-4]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 성별 분류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분류에서는 아래 [그림 3-3]과 같이 5인미만(21.41%), 5~49인

(42.72%), 50~99인(8.57%), 100~299인(9.28%), 300~499인(2.75%), 500~999인(2.55%), 

1,000인 이상(12.72%)로 분석되었고, 전체 근골격계질환의 약 60%가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성(gender)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자 분석에 앞서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에 따른 근로자수의 비율을 보면 총 10,221,341명 중 남성이 6,489,668명(63.49%) 

여성이 3,731,673명(36.51%)로 근로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조

사되었다[17]. 근골격계질환자의 성별에 따른 발생현황은 아래 [그림 3-4]와 같이 

남성(79.64%), 여성(20.3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다발 업종인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가 대부

분 남성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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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 연령별 분류

[그림 3-6]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 근속년수별 분류

  연령별 분석에서는 아래 [그림 3-5]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골격계질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일수록 힘의 저하와 움직임의 제한을 동반하는 

퇴행성변화 등 개인건강행태요인이 복잡다양화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래 [그림 3-6]과 같이 근속년수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년미만(37.13%), 1~4년

(28.83%), 10~19년(12.33%), 5~9년(11.6%), 20년이상(10.09%) 순서로 발생되었으며 전

체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의 65.96%가 5년 미만 근로자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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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를 해석하면 제조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건설업종의 소규모사업장 근

로자의 연령이 고령화 될수록, 근속년수는 짧을수록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통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급격한 힘의작용

으로 발생하는 사고성요통과 특정 신체 부위의 반복 사용 및 지속적 부담으로 발

생하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전체 근골격계질환의 86.1%를 차지함을 

알 수 있는데, 차지 비율이 높은 두 질환은 발생원인이 서로 상이하므로 산업현장

에서 두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 방향과 예방대책 수

립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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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현황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현황

보유 미보유 전체

50인 미만 1,863(88.4%) 245(11.6%) 2,108(100.0)

50인 이상 837(95.1%) 43(4.39%) 880(100.0%)

전체 2,700(90.4%) 288(9.6%) 2,988(100.0%)

3.2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현황 및 유해요인조사 이행실태 분석

3.2.1 조사방법

  전국 단위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현황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

시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2017년도 안전보건공단 사업 중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사업 수행 결과를 활용하였다. 수행 대상사업장 3,105개소 중 

사업장 정보, 규모 등 데이터가 부적절한 117개소를 제외한 2,988개소에 대한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3.2.2 실태분석 결과

  2017년도 안전보건공단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컨설팅을 실

시하기 위해 방문한 3,105개소 (통계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수 2,988개소) 중에 근

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수는 2,700개소였으며, 상

세 분석자료는 아래 [표 3-1]과 같다. 아래 표6에서 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근골격

계부담작업을 보유한 비율은 약 88~95%로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안전보건

공단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업종, 취약계층 근로자(장년 및 

여성)를 보유한 사업장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사된 2,700

개소의 사업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법적 제도 이행 의무사

항인 유해요인조사를 예외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2,700개소로 조사되

었고, 제도 이행여부에 관한 확인 결과 아래 [표 3-2]에서 보듯이 72.6%에 해당하

는 1,961개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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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행 현황

유해요인조사
제도 이행여부

조사 실시 조사 미실시 전체

50인미만 295(15.8%) 1,568(84.2%) 1,863(100.0%)

50인이상 444(53.0%) 393(47.0%) 837(100.0%)

전체 739(27.4%) 1,961(72.6%) 2,700(100.0%)

[그림 3-7] 근골격계부담작업 개수 보유 현황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비율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경우(50

인 미만, 미실시 비율 = 84.2%)가 사업장의 규모가 클 경우(50인 이상, 미실시 비

율 = 47.0%) 보다 약 1.72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0)를 보

였다.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한 사업장의 규모분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

면 5인미만 (87.3%), 5~19인(90.3%), 20~49인(78.9%), 50~99인(53.8%), 100~299인

(38.0%), 300인 이상(41.7%)으로 조사되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미실시율이 높으나 

규모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실시율이 저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장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개수 보유 현황을 아래 [그

림 3-7]와 같이 살펴보면 미보유 사업장은 286개소이고, 1개 이상의 부담작업을 보

유한 사업장은 2,700개소이며, 이중 약 70.4%인 1,901개소 사업장에서 1~3개의 근

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약 70.4%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우리나라 고시에서 정해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함에 있

어서 최소 2개 이상의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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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사업 결과를 정리하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함으로써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72.6%가 조사를 미실시하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미실시율이 1.72배 높았다. 뿐만 아니

라, 규모의 구분을 두지 않더라도 많은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태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약 

70%에서는 1~3개의 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유해요인조사 실시율이 저하되는 원인의 파악과 실효성 있

는 조사의 이행 및 이를 통한 부담작업의 제거 또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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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설문조사 개요

설문대상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거나 보건관리를 전담하는 자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사업장

조사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설문기간 √ 2018.05.~09.

설문개요 
√ 배포된 설문지 : 200개 
√ 회수된 설문지 : 145개
√ 분석된 설문지(유효데이터) : 109개

설문항목 √ 별첨 참조

3.3 유해요인조사 미이행 원인 조사

3.3.1 설문조사 방법

가. 설문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상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대안 제시 

및 조사 도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련자 및 유해요인조사 제도를 알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0개의 설

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145개 중 통계적 가치가 있는 109개의 설문지

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 [표 3-3]과 같다.



- 27 -

3.3.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응답 분포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총 109개 사업장 중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85개(78.0%),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24개(22.0%)였다. 업종별 분류로는 

제조업(59.6%), 서비스업(27.5%), 건설업(8.3%), 기타(4.6%)로였다.

나.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요인에 관한 분석

  분석된 설문지 총 109개 중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24개였다. 아래 [표 3-4]와 같이 유해요인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조사

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법적 제도 모름(39.4%),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한 조사

방법을 모름(30.3%), 법적인 보고 의무가 없어서(12.1%), 전담 인력 부재(9.1%) 순이

었다. 그 외에도 사업주의 관심이 없어서, 근로자가 관심이 없어서, 서류작업에 불

과하다고 판단되어서 라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의 특이점으로 소규모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관리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법적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제도를 알고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한 조사방법을 모름, 

법적 보고의 의무의 부재, 전담 인력의 부재로 조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 및 제도의 홍보 강화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강

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4]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유 

법적제도를
몰라서

법적 
보고의무가 

없어서

절차복잡,  
조사방법을 

몰라서

전담인력이 
없어서

사업주의 
무관심

근로자의 
무관심

행정적 
낭비

전체

50인미만 2(66.7%) 0(0.0%) 1(33.3%) 0(0.0%) 0(0.0%) 0(0.0%) 0(0.0%) 3(100.0%)

50인이상 11(36.7%) 4(13.3%) 9(30.0%) 3(10.0%) 1(3.3%) 1(3.3%) 1(3.3%) 30(100.0%)

전체 13(39.4%) 4(12.1%) 10(30.3%) 3(9.1%) 1(3.0%) 1(3.0%) 1(3.0%) 33(100.0%)

* 중복응답허용

다. 유해요인조사 실시율 향상 방안에 관한 분석

  분석된 설문지 총 109개 중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

은 85개소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업장의 규모별 분포는 50인미만 7개소(8.2%), 

50~299인 22개소(25.9%), 300인 이상 56개소(65.9%)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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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3-5]에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였다. 유해요인조사 제도 이행의 실효성 

향상 방안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양식의 간소화(91.8%), 작업환경개선

을 위한 공학적, 관리적 가이드제공(91.8%),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배치(88.2%), 사

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지 강화(78.8%), 유해요인조사 후 법적 보고 의무 제도

의 도입(54.1%)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 방안에 관한 분석

*개소(%)
조사양식의

간소화

개선에 관한 

가이드제공
전담인력배치 사업주의 의지

법적보고

의무 도입

도움이된다 78(91.8%) 78(91.8%) 75(88.2%) 67(78.8%) 46(54.1%)

보통 5(5.9%) 6(7.1%) 10(11.8%) 16(18.8%) 24(28.2%)

도움되지 않는다 2(2.4%) 1(1.2%) 0(0.0%) 2(2.4%) 15(17.6%)

전체 85(100%) 85(100%) 85(100%) 85(100%) 85(100%)

  사업장 규모별로 양식의 간소화와 제도의 실효성 향상에 관한 의견을 통계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설문결과를 [표 3-6]과 같이 정

리하였다(pearson 카이제곱 양측검정 0.413). 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 제도의 실

효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유해요인조사 양식을 간소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6]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 방안 : 양식의 간소화

양식의 간소화 도움이된다 보통이다 도움되지 않는다 총계

50인미만 7(100.0%) 0(0.0%) 0(0.0%) 7(100.0%)

50~299인 22(100.0%) 0(0.0%) 0(0.0%) 22(100.0%)

300인이상 49(87.5%) 5(8.9%) 2(3.6%) 56(100.0%)

전체 78(91.8%) 5(5.9%) 2(2.4%) 85(100.0%)

*개소(%)

  사업장 규모별로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공학적, 관리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향상과의 관계를 통계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이를 [표 3-7]와 같이 정리하였다(pearson 카이제곱 양측검정 0.807). 

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 제공

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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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 방안 : 개선가이드 제공

개선의 가이드

제공
도움이된다 보통이다 도움되지 않는다 총계

50인미만 7(100.0%) 0(0.0%) 0(0.0%) 7(100.0%)

50~299인 21(95.5%) 1(4.5%) 0(0.0%) 22(100.0%)

300인이상 50(89.3%) 5(8.9%) 1(1.8%) 56(100.0%)

전체 78(91.8%) 6(7.1%) 1(1.8%) 85(100.0%)

*개소(%)

  사업장 규모별로 안전보건전담 인력보유와 실효성 향상과의 관계를 통계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아래 [표 3-8]과 같이 정리

하였다(pearson 카이제곱 양측검정 0.915). 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을 관리

할 전문 인력이 있는 경우 조사 제도의 실효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표 3-8]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 방안 : 전담인력 보유

전담인력

보유
도움이된다 보통이다 도움되지 않는다 총계

50인미만 6(85.7%) 1(14.3%) 0(0.0%) 7(100.0%)

50~299인 19(86.4%) 3(13.6%) 0(0.0%) 22(100.0%)

300인이상 50(89.3%) 6(10.7%) 0(0.0%) 56(100.0%)

전체 75(88.2%) 10(11.8%) 0(0.0%) 85(100.0%)

*개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의지와 제도의 실효성 향상과의 

관계를 통계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아래 [표 

3-9]와 같이 정리하였다(pearson 카이제곱 양측검정 0.748)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

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지와 관심이 커질수록 조사 제도의 실효성도 향상

된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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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 방안 : 사업주의 의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지 및 관심
도움이된다 보통이다 도움되지 않는다 총계

50인미만 6(85.7%) 1(14.3%) 0(0.0%) 7(100.0%)

50~299인 19(86.4%) 3(13.6%) 0(0.0%) 22(100.0%)

300인이상 42(75.0%) 12(21.4%) 2(3.6%) 56(100.0%)

전체 67(78.8%) 16(18.8%) 2(2.4%) 85(100.0%)

*개소(%)

  사업장 규모별로 조사 결과를 소관기관에 보고하는 법적 제도 강화와 제도의 실

효성 향상과의 관계를 통계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그 결과를 아래 [표 3-10]와 같이 정리하였다(pearson 카이제곱 양측검정 

0.7081). 그러나 다른 조사 항목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고, 이러한 경향

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적 보고 의무 제도가 도입

된다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가 강해짐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0]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 방안 : 법적보고 의무 도입

법적 보고

의무 도입
도움이된다 보통이다 도움되지 않는다 총계

50인미만 4(57.1%) 2(28.6%) 1(14.3%) 7(100.0%)

50~299인 12(86.4%) 8(36.4%) 2(9.1%) 22(100.0%)

300인이상 30(75.0%) 14(25.0%) 12(21.4%) 56(100.0%)

전체 46(54.1%) 24(28.2%) 15(17.6%) 85(100.0%)

*개소(%)

라. 유해요인조사 양식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유해요인조사 양식의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해요인조사 양식에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아래 [표 3-11]과 같이 작업의 강

도가 가장 큰 대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담작업 별 작업부하 및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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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에 관한 근로자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가 비슷한 비율로 불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조사방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위의 항목에 관한 간소화 또는 개선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3-11] 유해요인조사 양식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작성이 불필요한 항목  응답자수(비율)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근로자면담) 25(27.5%)

증상설문조사 24(26.4%)

작업조건조사(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16(17.6)

개선계획서 작성 11(12.1%)

작업장상황 조사 8(8.8%)

부담작업유해요인 및 원인조사 7(7.7%)

계 91(100.0%)

*중복응답 허용

  유해요인조사 양식에서 작성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 결

과는 아래 [표 3-12]“부담작업 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에 관한 근로자의 면담”

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부담작업에 대한 공학적, 관리적 

개선계획서”의 작성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위의 항목에 관한 간소화 또는 가

이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3-12] 유해요인조사 양식 작성의 어려움에 관한 분석

작성이 가장 어려운 항목 조사결과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근로자면담) 36(31.6%)

개선계획서 작성 27(23.7%)

부담작업유해요인 및 원인조사 17(14.9%)

증상설문조사 14(12.3%)

작업장상황 조사 12(10.5%)

작업조건조사(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8(7.0%)

계 114(100.0%)

*중복응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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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하여 조사자 마다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

에 편차가 크다(54.1%), 편차가 매우 크다(22.4%), 보통이다(20.0%), 편차가 없는 편

이다(2.4%), 편차가 전혀 없다(0%)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조사의 편

차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통계분석으로 해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earson 카이제곱 양측검정 0.522)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해석하면 규모

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76.5%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는 조사자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사자에 따라 조사의 신뢰성이 

결정됨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유해요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한 조사에서는 1일이내(7.1%), 약 일주일

(23.5%), 약 한달(45.9%), 약 3개월(14.1%), 3개월 이상(5.9%)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장 규모별로 조사의 소요시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통계분석으로 해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earson 카이제곱 양측검정 0.009)를 보였다. 이를 통해 사업

장 규모(근로자 수)가 클수록 공정의 수 및 조사의 범위가 넓어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가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그렇다”(72.9%), 

“그렇지 않다”(26.2%) 순이었다.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은 법적의

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6.2%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작업을 수행하는 근

로자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 없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해요인조사 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주지시

킨 적이 있는가 대한 질문의 응답은 “그렇다”(64.7%), “그렇지 않다”(34.1%) 순

이었다. 근로자에게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주지시키는 것은 법적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4.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사 이후 해당 작업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는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기유해요인조사 대상 사업장인 경우 3년 이후 다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 작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그렇

다”(25.9%), “그렇지 않다”(72.9%) 순이었다. 현 제도에서는 유해요인조사 이후 

조사결과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지속적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최초 유해요인

조사 이후 동일한 자료를 사후관리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없이 보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33 -

제4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개선방안 제언 

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홍보 강화

  연구 결과를 통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한 

사업장은 전체 2,700개소 중 1,961개소로 72.6%를 차지하였고, 미실시한 가장 큰 

요인으로 “법적 제도임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39.4%로 제일 많았다. 이를 통해 

제도의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

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에 대한 상세설명과 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은 법적 

주기, 방법에 맞게 제도를 이행해야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지 않는 이상 

제도의 실시율 저하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역할 강화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경우 실시율 향상

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88.2%(50인미만=85.7%, 50~299인=86.4%, 300인

이상=89.3%)였다. 이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담인력이 있을 경우 실시율 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의견으로 해석되나, 실제 현 제도에서 규모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

건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의무가 있고, 아래 [표 4-1]과 같이 산업안

전보건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이상 규모로써 해당인력을 보유하거나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미실시율이 47.0%에 해당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선임의무가 다름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근로

자 건강보호라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아 제도 이행을 강제하는데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해당 인력(기관)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도를 이행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의 업무를 적극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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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

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

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

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ㆍ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

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2016년 산업재해통계분석 결과 전체 근골격계질환의 60% 이상이 규모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안전보건전문인

력 배치에 관한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제도의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 30~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담당자 제도가 도입(2018.09.01.시행)되었으며, 20~30인미만

의 경우 2019년 9월 1일까지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자

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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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제도 이행율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보

건담당자에게 해당 제도를 이행토록 하는 미션을 주고 제도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

보하여야 한다. 또한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사각지대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다.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한 사유로 법적 보고의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12.1%를 차

지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제도 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없어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를 고용부 또는 공단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 및 직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제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라. 조사방법의 개선 

  (1) 조사양식의 간소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kosha-guide의 조사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규모에 관계없이 

91.8%의 응답자가 조사양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작업별 작업

부하 및 작업빈도(근로자면담)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조사양식 변경안을 아래 [표 4-2], [표 4-3]과 같이 간소화하여 제공하고

자 한다. 양식의 간소화를 통해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활용 및 접근성 향상과 실시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변경(안) 제언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및 제658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이 누락없이 조사에 반영되도

록 하였다. 

  (2) 증상설문조사 양식 및 조사 방법 변경

  현 법규상 증상설문조사는 조사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수별 표본으로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작업강도

가 가장 높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근로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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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를 조사할 경우 사측과의 관계, 개인의 감수성, 조사에 응

하는 태도 등에 따라 조사의 정확성,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근

골격계질환은 개인의 생활패턴의 다양화, 근로자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작업”

과 “개인”의 복합적 요소로 나타나므로 개인에 대한 증상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인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사업장에 소속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근로자 입사 등 

변경사항 발생시 증상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개개인이 수행하

는 작업에 대한 증상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작업환경개선의견

을 수렴함으로서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 상담, 작업전환, 작업자세 개선 지도 

등의 활동이 수반되도록 증상설문조사 양식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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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양식 변경(안)

1. 부담작업 유무 분류

공정명
(단위작업명)

1호
(시간)

2호
(시간)

3호
(시간)

4호
(시간)

5호
(시간)

6호
(시간)

7호
(시간)

8호
(횟수)

9호
(횟수)

10호
(시간)

11호
(시간)

작업장상황
변화유무

절단작업
∨

(3hr)
∨

(3hr)
∨

(30회)
∨

(2hr)

성형작업
∨

(3hr)

마킹작업
∨

(2hr)
∨

(2hr)

검사작업
∨

(4hr)
∨

(4hr)
∨

(4hr)
∨

(4hr)
∨

(3hr)
∨

(작업시간 감소)

출하작업

포장작업

조사구분   □ 조사일시 ( 2018.10.31. )   □ 조사자 (이유정)

2. 부담작업 별 작업조건 조사

□ 공정/단위작업명(Task) : 검사작업

□ 세부작업방법(Step) : 

1) 자재를 검사대에 올림

2) 검사대에서 자재 선별

3) 적재함에 적재

3. 작업자세에 따른 유해요인원인 평가 및 작업개선방안 체크리스트

“호” 상세내용 작업개선 개선방안

4호 머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 ■가능 □불가능 작업대 재설계 

2,3,4호 3시간 이상 작업 ■가능 □불가능
1시간 작업 후 의무적 스

트레칭 실시

3,4호

작업대와 적재위치가 불일치하여 근

로자가 어깨를 들고 허리를 비틀어

서 적재

■가능 □불가능

1) 작업대 표면의 고저차

를 없애기 위해 적재함 

높이를 작업대 높이와 

일치시킴

2) 작업대와 적재위치를 

연결되도록 하여 허리

를 비틀지 않도록 개선

기타 서서일하는 작업으로 하지 부담 ■가능 □불가능 피로예방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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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근골격계부담작업 증상조사표 변경(안)_근로자개인별

OOO 주식회사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지

• 이름 : 김XX ( 52세)

• 근무이력 

   

근무기간 소속공정/작업

1999.9~2008.9 절단작업

2008.10~2018.10 검사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여부∨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작업내용 작업부하(A) 작업빈도(B) 총점수(AXB)

검사작업 4 4 16

  ※ 참고  

   

작업부하(A) 점수 작업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마다(년 2~3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이내)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시간(1일 8시간 이상) 5

   
• 작업관련 징후 및 심각성 점수 

   

⍌ 목[ 8점 ]          ⍌ 어깨[ 7점 ]    ⎕ 팔/팔꿈치[ - ]

⎕ 손/손목/손가락[ - ]  ⎕ 허리[ - ]   ⍌ 다리/발[ 7점 ] 

[* 통증VAS척도 기입 ]

• 근골격계 통증으로 병원 진료 여부 

   [최근 목/어깨 통증으로 3일 연속 한의원 방문]

• 작업장 상황 및 작업조건 개선을 위한 의견

   [고개를 숙여서 작업을 하다보니 목이 너무 아프다. 숙이지 않고 작

업하는 방법이 필요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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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 참여방안

  현재 kosha-guide에서는 근로자 면담이나 증상설문조사 등은 부담작업 종사자 중 

표본으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정해져있다. 그러나 표본으로 선정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이 공유 주지 되기 어려우

며 조사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소속 전 근로자가 

집합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를 통한 

지속적 개선의견을 받는 것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실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건강증진 및 질병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

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골격

계 이상징후 및 부담정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의견을 듣는데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4) 유해요인조사 사후관리 의무 명시

  현 법규상 정기 유해요인조사 주기가 3년인 이유는 유해요인조사 후 개선까지의 

시간을 3년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 점검 및 지도를 할 때 정기조사 주기가 

도래하면 변경되는 사항없이 날짜만 수정하여 고쳐두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한계로 공학적 개선보다는 관리적 개선에 치우쳐 3년

이라는 시간동안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설문조사에서도 정기조사 3년 이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때 조사대상 

작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2.9%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3년이라는 주기 동안 개선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관리자(사측)의 노력만으로

는 불가하며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주의 개선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작업의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조사된 개선의견 등

을 바탕으로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도록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매 3년을 

주기로 최종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 유해요인조사 개선(안) 제공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8%가 조사결과에 참고할 수 있는 공학적, 관리적 개선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3.7%가 유해요인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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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제언의 요약

연번 개선방안 제언의 근거

1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홍보 강화

·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유해요인조사를

미이행한  사업장의 비율 72.6%

·미실시 사유중 법적제도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1위를 차치함(39.4%)

2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역할 강화

·조사 실효성 향상에 관한 조사에서 전문인력 

배치가 실시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88.2%를 차지함

·전문인력 배치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의 의무를 두거나 안전보

건담당자 제도 확대 필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47.0%가 제도를 미이행

☞ 지정된 전문 인력의 역할강화

☞ 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역할과 책임 부여

3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

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미실시한 사유중 법적 보고의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12.1%로 2위를 차지함

☞ 제도를 인지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

한 단속 및 제재 강화 필요 

4
유해요인조사 방법의 

개선

·조사양식의 간소화 : 응답자의 91.8%가 양식의

간소화시 실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설문조사 방법의 변경 : 작업부하가 높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조사시 조사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조사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개선

으로 개선계획서 작성을 선택했다. 따라서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유해요인조사 이후 실제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담작업별 개선(안)을 제공하고 직종별, 업종별 개선 우수사례 등에 관

한 자료집을 제작하여 유사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위 제언에 관한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 4-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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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양식의 변경 :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근골격계 이상징후와 작업환경개선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인맞춤형으로 개정

·근로자의 참여 방안 :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26.2%로 조사됨

☞ 전 직원의 참여 및 이를 통한 개선 의견 도

출 위해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근골격계질환 이상징후 및 작업환경 개선 

의견청취

·조사 사후관리 의무 명시 : 정기 유해요인조사

주기인 3년 후 조사대상 작업의 내용이 변경

되지 않은 경우가 72.9%를 차지함

☞ 이는 유행요인조사 이후 공학적 개선의 없이

관리적 개선으로만 조사를 완료하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법 문구에 사후관리 의무를 명

시할 필요가 있음 

5
유해요인조사 개선(안)

제공

·설문조사 결과 개선에 관한 가이드 제공시 

91.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유해요인조사에서 개선계획서 작성이 가장 

어렵다는 의견이 27.3%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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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으로 인해 2003년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무상질병의 약 60%를 근

골격계질환이 자치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근골격계질환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현

행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략적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규모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태를 파악하였고,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유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유

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파악된 설문조사 결

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

고 제언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비율은 약 

73%로 조사되었다.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비율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경우(50인 

미만, 미실시 비율 = 83.5%)가 사업장의 규모가 클 경우(50인 이상, 미실시 비율 = 

48.6%) 보다 약 1.72배 높게 나타났다.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유는 법적 제도 모

름(39.4%),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한 조사방법을 모름(30.3%), 법적인 보고 의무가 

없어서(12.1%), 전담 인력 부재(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실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현행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자의 제언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홍보를 강

화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도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둘째,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선

임의무를 강화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로 선임된 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

여야한다.

  셋째,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를 고용부 및 공단에 보고하는 법적 제도를 신설하

거나, 미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를 알고도 조사

를 하지 않는 경우를 차단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의 양식을 간소화하고 조사 방법을 개선

하여야 한다. 먼저, 법에서 정한 조사항목이 누락없이 조사되는 범위안에서 조사양

식을 간소화하고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증상설문조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

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유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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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작업환경 개선 등 법적 제도에 근로자가 적극적이고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다섯째,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후 작업환경개선까지 이어지도록 공학적, 관리적 

개선(안) 또는 직종별·업종별 개선 우수사례등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

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정책 입안 및 유해요인조사 도구 개선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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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본

Afte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1960s, various industrial disasters began 

to appear due to the advance of industries, automation and enlargement of 

facilities in the South Korea. Between various industrial disasters the 

musculoskeletal disorders has increased since 1986. The first musculoskeletal 

disorders was reported from a broadcast stations typist. A according to the 

Industrial disaster statistics in 2016, it said that between the total occupational 

disease 7,876 case, musculoskeletal disorders has taken 4,947 case and it is 62.8% 

of total occupational disease. The loss in the industrial field owing to 

musculoskeletal disorders was reported 153,266 days per hundred thousand people 

and 15.5 billion Won(\) per hundred thousand people.

Musculoskeletal disorders are likely to continue to increase due to not only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working place, increase in simple repetitive tasks, 

change in working form but also change in worker's perception and life style. S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enforces risk assessment system for the 

musculoskeletal burden tasks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since 2003. 

Though 1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adoption of the law, worker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s are still growing, so we need to check the right 

applyment in working place and study the polic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ategic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for the musculoskeletal burden. This study 

investigated actual status of the law implementation in 2,700 working places 

surveyed data by KOSHA. Nex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109 working 

places to identify industry needs for improving the risk assessment system. This 

study performed cross tabulation analysis on the surveyed data and suggested the 

ways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73% of working places with the musculoskeletal 

burden tasks didn’t conduct the risk assessment. The ratio (83.5%) of those who 

didn’t conduct the risk assessment in the small-size companies (＜50 employee) 

was about 1.72 times higher than that (48.6%) of the medium/major-size 

companies.(≥ 50 employee). The reasons for not conducting the risk assessment 

were ranked: 1) ignorance of the legal system (39.4%), 2) complicated procedure 

and lack of knowledge on risk assessment method (30.3%), 3) no legal obligation 

to report the risk analysis results (12.1%), 4) lack of dedicated manpower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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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legal system and execute the legal sanctions specified 

in the law, simplify the risk assessment method and train safety and health 

officers designated in small-size compan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offer the  

improvement ideas  or examples about working environmental  to similar working 

place.

The facts found in this study and the strategic measures proposed can be us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for musculoskeletal 

burde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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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657조~제6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

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

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학문

적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

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한 문

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울산대학교 안전보건전문학과 석사 과정 이유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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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사업장 전반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 각 질문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의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① 사업주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보건관리자 ④ 안전관리자 

⑤ 생산 또는 품질 등 타 부서 소속 관리자 

2. 귀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① 5인 미만 ② 5~19인 ③ 20~49인 ④ 50~99인 ⑤ 100~299인 

⑥ 300인 이상  

3. 귀 사업장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① 제조업 ② 서비스업 ③ 건설업 ④ 기타

4. 귀 사업장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① 서울강원     ② 경기인천     ③ 대전충청 

  ④ 대구경북     ⑤ 부산경남     ⑥ 전라제주 

5. 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아니요

6. 귀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아니요

7. 귀 사업장은 정기 또는 수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① 예  ②아니요

8. 귀 사업장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상사업장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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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해당되는 경우 작성) (중복응답 가능)

   ① 제도를 몰라서           ② 법적 보고의무가 없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④ 조사방법을 몰라서 

   ⑤ 전담 인력이 없어서      ⑥ 사업주의 관심이 없어서

   ⑦ 근로자가 관심이 없어서  ⑧ 서류작업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음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이하 “유해요인조사”) 실시율 

향상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 각 질문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의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1. 유해요인조사 양식을 간소화하면 실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유해요인조사 실시 후 법적으로 실시 여부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면 실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사업장 내 안전보건전담 인력 보유시 실시율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식과 관심이 유해요인조사 실시율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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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공학적, 관리적 개선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실시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661조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이하 “유해요인조사”)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 각 질문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의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작성

1.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사업주                     ② 보건관리자 

  ③ 보건관리 위탁업무 담당자   ④ 기타관리자[              ]

2.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3. 정기유해요인조사 대상 사업장인 경우 3년 이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할 때 조사대상 작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예  ②아니요

4.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유지(3년) ; 3년주기로 작업장 상황조사 및 조사당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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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증상설문조사

  ② 최초 1회 실시 후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 ; 작업장상황(작업량, 

환경, 설비증감 등)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변경되

는 경우 증상설문조사

  ③ 기타의견 [                                            ]

5. 유해요인조사 항목 및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약간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지 않다   ⑤ 매우 부적절하다 

6. 유해요인조사에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무엇

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작업장상황 조사(작업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② 작업조건조사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③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근로자면담) 

  ④ 부담작업유해요인 및 원인 조사 

  ⑤ 개선계획서 작성  

  ⑥ 증상설문조사

7. 유해요인조사에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작업장상황 조사(작업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② 작업조건조사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③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근로자면담) 

  ④ 부담작업유해요인 및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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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개선계획서 작성  

  ⑥ 증상설문조사

8. 유해요인조사 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주지 시킨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아니요

9.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까?

  ① 예  ②아니요

10. 유해요인조사시 작업자세, 시간, 횟수 분석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동영상 촬영     ② 사진 촬영    ③ 현장 순회점검 

  ④ 청취조사        ⑤ 기타 [         ]        

11. 유해요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였습니까?

  ① 1일 이내  ② 약 일주일 ③ 약 한달 ④ 약 3개월 ⑤ 3개월 이상

12. 유해요인조사는 조사자 마다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편차가 크다   ② 약간 편차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100% 편차는 없다 

다음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질문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의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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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해요인조사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해요인조사 결과 실제 작업환경개선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증상설문조사를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유해요인조사 결과 공학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유해요인조사 결과 관리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 작업부하에 
관한 면담이 대표성,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질문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의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 사업주만 작성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안전보건활동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의 가치를 강조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유해요인조사에 

관심이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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