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가 인 권  원 회

의   결 

1. 의결주문

  국가인권 원회는 별지와 같이 산업안 보건법시행령개정(안)과 

련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국가인권 원회는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하여 산업안 보건

법시행령개정(안)에 한 검토 결과, 개정(안) 일부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

  생명권의 보호, 이를 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헌법,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국제규약 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단하여 이에 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시행령 개정(안)  사업장 공표 상 선정, 안 리자 선임, 유해물질 표

시의무 등에 한 개정의 내용은 반 으로 강화되어야할 규제가 오히

려 완화되는 것으로서 산업안 보건법의 목   헌법과 국제규약 등에 

의해 요구되는 근로자 보호와 국가의 책무에 부합되지 못한 것임. 따라서 

국가의 의무, 사업주 의무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통해 근

로자의 안 권 등이 보다 더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업안 보건법시행령개정(안) 련   

국가인권 원회의 의견

Ⅰ. 검토 배경

 1.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한 법령(입법과정 에 있

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 행의 조사와 연구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한 권고 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 원회의 업무로 규정하

고 있는 바, 시행령안은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

에 한 법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산업안 보건법은 산업안 ․보건에 한 기 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방하고 쾌 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근로자의 안 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 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 따라서 동 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근로기

을 구체 으로 마련하고 그 시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국가인권 원회는 시행령안에 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

다. 



Ⅱ. 검토 기준 

 1.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2.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A규약”) 제7조  제12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는 우리 정부의 제1차(1995) 보고서에 대하여 높은 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려  
 와 산업안전 규제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제2차(2001) 보고서에 대하여 산  
 업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1). 

 3. 공업 상업부문에서근로감독에 한 약(Convention concerning Labour 

Inspection in Industry and Commerce, 1992.12 비 )

 4. 산업안 보건법 제1조(목 ),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의무)

를 비롯한 제반 규정  동 법의 제정 취지 등

1)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1995/ 2001)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1995)

The Committee is alarmed that has been a relatively high incidence of accidents in 

workplace in Korea and that has been a failure to adequately address the problem. It is 

especially disturbing that various work-place regulation do not apply to the enterprise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199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tend the regulations on safety in 

the workplace and on minimum wages to enterprise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2001)

The Committee is alarmed at the rising incid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n recent years, 

which appears to be the result of a relaxation of the standards governing industrial safety 

and of the insufficient number of on-site inspectors



Ⅲ. 검토 의견

 1. 공표 상 사업장의 범 (안 제8조의3)

  가. 산업안 보건법은 제9조의2를 신설(개정 2002.12), 노동부장 이 산업

재해를 방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는 그 순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의 차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시행령안 제8조의 3은 공표 상 사업장으로서 “연간 산업

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발생 사업장,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사고 발

생사업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

장, 기타 산업재해 방을 하여 노동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노동부장 의 재해 련 사업장에 한 공표의 목 은 산업재해 방 

 근로자 안 을 한 것으로서 산업안 보건법 취지(법 제1조)에 부합되

는 국가의 필요 인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동 법은 사업장내 근로자 알권리 

보장을 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20조 제1

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1항 등).

  라. 그러나 산업안 보건법은 공표여부를 노동부장 의 재량(“공표 할 수 

있다”)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 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은 최소한 공표 상 사업장을 법정화하여 공표토록 

보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 제8조의3 제2항은 “노동부장

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에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

려하여 공표 상 사업장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표 상 선정에 있

어 노동부장 의 결정사항으로 범 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마. 시행령안 제8조의3 규정은 재해 방을 한 규정이며 근로자의 알권

리를 통한 건강  생명권 보호에 주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 보건

법 제11조, 제20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1항 등 근로자의 알권리 보

장을 한 사업주 의무규정과 비교시, 국가의 의무에 범한 재량을 인정함

으로써 헌법 제34조 국가의 재해 방 의무, 제35조 국민 건강권  A규약 

제7조 안 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보장, 제12조 국가의 조치 의무 등의 취지

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율을 감안할 경우 시행령안 제8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으로 공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한 시행령안 제8조의3 제1항 각호 사업장이외

에 노동부장 이 필요하다고 단시, 추가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안 리자의 선임 등(안 제12조)

  가. 산업안 보건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  안 에 한 기술

인 사항에 하여 사업주 는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리감독자  안

담당자에 하여 이에 한 지도․조언을 하기 한 안 리자를 두도록 

의무화 하고 안 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 리자의 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시행령은 제12조에 안 리자 선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

으나 산업안  련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안 리자 선임의무도 완화되어 

왔습니다. 1997년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에 의거하여, 산업안 보건법시행령 한 ”특조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1인의 

안 리자를 둘 수 있다”고 함으로써 안 리자 선임의무를 더욱 완화하

으나 시행령안은 이에 더 나아가 “동일 읍․면․동 지역 내 동일 사업주

가 경 하는 2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완화 범 를 보다 더 

확 하고 있습니다. 

  다. 경제규제 완화를 한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1997년 개정된 특조법

은 제3장 의무고용 완화에 의해 가스, 기, 소방 등 개별 인 험업무를 

다루는 안 리자가 산업안 보건법상 산업안  업무를 겸직(동법 제29조)

하거나, 산업안 리자가 다른 개별분야의 안 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동법 제30조). 한 산업보건의의 고용의무를 자율화하는 등(동

법 제28조) 산업안  련 고용의무를 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 보건법시행령상 안 리자 의무고용(제12조) 기 이 완화되었습니

다. 

  라. 특조법은 행정규제를 완화, 불필요한 복고용을 이거나 면제하여 

특히 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여 으로써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동법 제1조, 제3조).  



  그러나 산업안 보건은 궁극 으로 근로자의 건강  생명권을 보호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산업안 보건법상 안 리자 선임의무가 기업활동 비용 

등 경제  요인을 이유로 완화되거나 체되는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 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조법이 우선되어 산업안 규제를 범하게 완화

함으로써 산업안 보건체제 원래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산업

안 보건법 제1조  제4조의 취지에 구속되는 동 법 시행령이 산업안  

규제완화를 더 확 시키는 것은 헌법 제35조 건강권, 제34조 국가의 책무, 

공업 상업부문에서근로감독에 한 약 제9조의 취지, A규약 제7조 등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 인권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 사업장의 안   보건을 리하기 하여 산업안 보건법 이외에도 

기사업법(제73조), 고압가스안 리법(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안 사업

리법(제14조), 소방법(제20조), 유해화학물질 리법(제25조) 등은 험시설

과 유해물질 안 리를 해 유자격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 보건법이외에 법률은 험물과 험시설 자체의 안 을 

주목 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안 과 보건을 주목 으로 하는 것은 산

업안 보건법이 유일한 것입니다. 법정고용인의 선임방법에 있어 동 법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에 따라 안 리자의 수를 결정하는 에서도 그러

한 차이는 명백히 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의 법정고용인의 기능

과 타 법률의 법정고용인의 기능에는 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

조법 등에 의한 안 리자 선임의무 완화 조치는 근로자의 안 과 보건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서 헌법 제34조  공업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한 약 등에 의해 부여된 국가의무, 헌법 제10조, 제35조, A규약 제7조 

등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 인권을 궁극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

다.



 바. 이러한 산업안 보건법  특조법의 문제 에서 볼 때, 산업안 보건

법시행령은 제한된 범  내에서 나마 규제완화의 결함이 보완되고 강화되

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 완화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

과 보건을 한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에서 재고되어

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 으로 사업장내 문 인력으로서 장에 상주

하면서 독립 인 안 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

입니다.

3. 도 지  도 사업의 안 ․보건 조치(안 제26조 제1항 제3호)

  가. 산업안 보건법 제28조는 안 ·보건상의 유해 는 험한 작업  

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 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

만을 분리하여 도 을  수 없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도  지  도 사업의 안 보건 조치가 필

요한 작업의 범 에 있어 법 제38조가 규정한 허가물질의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도 을 지한 규정에 더하여 해체․제거하는 작업까지 추가

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안 보건법  동 법 시행령상 유해물질 등과 련한 도 지 

규정은 유해한 작업을 분할하여 사내 하청 등의 방식으로 도 을 행함으로

써 사업주가 안 보건 상의 의무와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는 간  고용의 

폐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분야에

서 사업의 종류가 더욱 세분화하는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임된 도

 지 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의 범 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사



용․해체․제거․이동․운반 는 장하는 작업” 등과 같이 보다 더 확

하여 규정하는 것이 헌법 제34조  A규약 제12조, 아울러 산업안 보건법 

제1조  제4조의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표시 규정 삭제(안 제31조)

  가.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제31조 근거 규정인 구 법 제39조는 유해물질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 12. 동 법 개정시 유해인자에 한 노

동부장 의 리의무와 고시, 공표 등에 한 내용으로 문 개정되었습니

다. 구 법 제39조 유해물질 표시와 동 법 제41조 물질안 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의 규정과 내용상 복됨이 주된 이유 습니다. 

  나. 법 제41조에서 규정된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

劑)”의 개념에 구 법 제39조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화학물질 등에 

한 “안 ․보건상의 취 주의 사항”등 물질안 보건자료 게시, 비치 의무

에 유해물질 표시의무도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 동 물질 등을 양

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 보건자료도 함께 양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등에서 복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39조는 유해물질을 양도․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제

공하는 용기 는 포장에 유해물질 표시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41

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물질안 보건자료 게시, 양도 등의 의무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정된 법 제39조 유해인자의 리 등은 의무

주체가 노동부장 인 , 유해인자 노출기  고시  유해․ 험성 평가와 

결과 공표 등은 구 법 제39조의 유해물질 표시 보다 사업장내에서 유해물

질을 취 하는 근로자의 안  보호에 직 이지 못합니다. 



  다. 구 산업안 보건법 제39조는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

도․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향” 등을 용기 

는 포장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직 으로 근로자의 알권리  건강․생

명권 보호의미가 있었으나, 개정 법 同 條는 보다 강화되고 규제되어야할 

유해물질 등에 한 표시의무가 노동부장 의 리의무 등으로 체되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한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 제34조 국가의 재해 방 의무, 제35조 국민 건강권 등과 A규

약에서 보호되고 있는 제7조 안 한 근로조건, 제12조 건강권 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시행령안 제31조는 근거 규정인 개정된 산업안 보건법 제39

조의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인자)을 리하거나 양도․제공

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체에 미치는 향”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된 리 내용으로 보강되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결 론

 1. 산업안   보건은 근로조건, 근로복지의 가장 기 를 이루는 것이며 

근로자의 건강과 더 나아가 생명 등 인권과 직결된 것으로서 헌법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국제규약 등에서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호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산업안 보건에서 생되는 문제 은 근로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산업재

해로 인한 기업의 경제  손실과 노사분규 야기 등 국가의 직․간 비용으

로 인한 노․사․정 모두의 피해를 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까지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율을 고려한다면 경제상황 등을 우선시 하여 규

제완화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산업안 보건 리체제의 근간인 법정고용인제

도, 재해 유발 사업장에 한 리감독, 유해물질 리 등에 있어 장기

 인식에 근거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3. 시행령안의 사업장 공표 상 선정, 안 리자 공동선임 범 , 유해물질 

표시의무 규정에 한 개정의 내용은 반 으로 강화되어야할 규제가 오

히려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에서 산업안 보건법의 목   헌법

과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국제규약, ILO 주요 약 의 하나인 

공업 상업부문에서근로감독에 한 약 등에서 요구되는 근로자 보호와 국

가의 책무에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 

사업주 의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알권리  안

권 등이 보다 더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3.  04.  1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 경 서

           위  원 정 강 자

           위  원 김 덕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