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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ast and present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Korea and to explore future plans for these fields. Methods: We summarized past empirical or theoretical
literature. Resul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trive to protect workers' health and create healthy
workplaces by solving various problems such as workers' occupational diseases and mental health in the rapidly
changing occupational environment.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be effectively utilized in
occupational sites, a live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field should be provided. The need for education
to explore and develop the ability to prepare for new hazards, includ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has increased.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the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element of the new era will be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This focus will develop the ability to closely assess and predict the collective,
organizational, and personal responses of affected workplaces and the impact of occupational health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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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시기

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분야

는 1960년대였다. 1961년에 보건관리규칙이 공포되었으며,

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체계를 갖춘 독립된 법으

1962년에는 근로안전관리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안전보건관

로써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Korea Occupational Safety &

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Health Association [KOSHA], 2017).

196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사업장 기계설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증가하는 산업재해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형화, 고속화 및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

급증하고,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등으로 새로운 직업성 질병이

하여 1981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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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의 발전과 전망

된 법으로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구

이 사업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 형식의 교육훈련을 제공

조가 바뀌면서 산업재해 양상도 변하고 새로운 유형의 직업병

한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2020). 또한 민간교육

이 출현했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으며,

기관에서도 안전보건규정에서 정하는 교육내용의 기본방

이러한 현상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대

이에 정부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교육기관의 설립필요성에 공

표적인 민간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협회(LOSH: Institution

감하고 1987년 12월 9일 안전보건공단 창립과 동시에 전문교육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영국안전협의회(BSC: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설립하여(KOSHA, 2017), 1960

British Safety Council), 국립산업안전보건평가원(NEBOSH:

년대부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해 오던 산업안전보건 전반

The National Examination Board in Occupational Safety and

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Health), 왕립재해예방협회(RoSP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tion of Accident) 등 이 있다.

사업주 및 근로자의 지식, 태도, 신념을 변화시켜 안전행동을

독일은 연방 및 주 정부의 교육담당부서에서 교육 관련 정책

실천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발생 감소에 기여 할 수

을 수립하고 직접적인 교육은 산재보험조합(DGUV: Deutschen

있다(KOSHA, 2012).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이 수행한다(Jung et al.,

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재해예방기관 등의 민간기관은 물론

2016). 독일정부는 산재예방과 보상, 재활 업무를 통합하여 수

각 사업장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

행하기 위해 DGUV 산하기관인 드레스덴 교육센터를 2000년

해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Kim과 Bang (2014)은 그 주

에 설립하여 전문화된 실습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DGUV 회

요 원인으로 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의 부실과 안전작업 매뉴얼

원사에 무료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불이행, 그리고 현장 근로자들의 초기대응 미숙이 엄청난 피해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기초

교육원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한 안전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에 따라 지정허가를 받은 민간 재해예방기관에서도 안전보

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960년대 초부터

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고 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민간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안전

교육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산업안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요원 등에 대하여 필수적인 교

전보건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육을 수행하였으며 1987년 공공 교육기관인 산업안전보건교
육원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공공 교육기관인 산업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변화와 성장
1. 초기 민간기관 중심의 교육

안전보건교육원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
정허가를 받은 민간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첫 시작은 민간기관 중심의 교육이 먼

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교육은 자격요건을 갖추

저였다. 우리나라 민간 재해예방기관 ․ 단체의 역사는 1964년

면 허가를 득할 수 있어 다수의 컨설팅업체 에서도 교육을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당시 보건사회부의

하고 있다(Jung, Park, & Chang, 2016).

허가를 받아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민간 기관인 대한산업안

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산업
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전협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중심이 되어 산업발전의 초창
기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OSHA)이 사업주 교육 및 교육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지금의 교육처럼 전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직접 교육은 OSHA가 지정하는 OSHA

문적인 수준의 교육은 아니었으나 1960년대에 근로보건관리

교육센터, 순 민간교육기관, 사업장 자체교육의 3가지 형태로

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시행세칙,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원 훈련규정 등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영국은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배치 기준, 자격, 직무 등이 규정되었고 이

주요 유해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

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작하였다(Korea Industrial Health

며, 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Health and Safety Laboratory)

Association [KIH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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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협회의 경우 공식적으로 안전관리자 직무훈련 대행

검사기술요원 양성을 위하여 자체검사원 양성 교육과정을 신

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1975년이었으나, 1960년대에는 서울,

설하였고 이듬해에는 화학설비 자체검사요원 양성과정을 추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지역에서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

가로 개설하여 프레스 및 전단기 자체검사요원, 국소배기 자체

시했다는 보고가 있다(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검사요원 등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사업장의 유해 ․ 위험

[KISA], 2014). 교육은 안전관리규칙에 명시된 직무담당자로

기계 등에 대한 자율적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 노동청이 지정한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

1996년 7월 노동부 고시에 따라 교육원이 산업안전보건업

과목은 안전관리론, 안전통계, 기계, 전기, 화공안전, 산업보건,

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과 보건관

안전의식 개선, 노동심리, 노사관계, 안전관리규칙, 재해원인

리자 보수교육은 재해예방단체로 이관되어 재해예방기관에

분석 및 보고요령, 안전장치, 공장관리,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

서 수행해 오고 있다.

들을 위주로 구성되었고 때에 따라서 기계, 전기, 광상, 섬유, 화
학, 자동차 등 업종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KISA,

3.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변화와 성장

2014).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66년 국립보건원의 위촉을 받아 보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같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효과적으로 활

해 협회 내에 산업보건훈련원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보건관리자

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살아있는 교육

와 보건관리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KIHA, 2013).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1990년대 후반 IMF 외

1976년에는 노동청으로부터 보건관리자 직무교육대행기관으

환위기를 거쳐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

로 지정을 받아 1년 정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들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이는

후 1978년 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되면서 직무교육 업무가 이관

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 특히 산업 환경과

되었고 산업보건관계자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후 아직 공공 교

재해발생 형태에 맞추어 교육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교육

육기관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7년까지 직무교육대행기관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로 지정받아 보건관리자, 산업위생보건담당자, 건강관리보건

무엇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고 근로자들의 인식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 공공 교육기관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했던 것 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설립과 동시에 직무교육은 공공 교육기

이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다양한 실천적 학습과정을 개발

관으로 이관되었다(KIHA, 2013).

하여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이러한 전문화 교육과정
은 실험실습을 중점적으로 실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정으로 12

2. 공공 산업안전보건전문교육기관의 출범

개의 실습실, 327종의 최첨단 실습 장비를 갖추고 안전관리, 안
전공학, 건설안전, 산업보건 등 4개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1987년 12월9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창립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설립하였다.

2009년 1년간 전국의 사업장 근로자 10만 2,996명을 교육하였
다(KOSHA, 2017).
또한 원거리 사업장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 교육하는 것이

교육원 설립 초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1995년에는 우편통신 교

작으로 산업위생보건담당자, 건강관리보건담당자, 안전관리

육과정을 개발하였고, 나아가 2001년에는 인터넷 통신교육을

자 대상의 법정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직무교육위주

개설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육원은 전문성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특히 교수부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도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학부, 안전공학부, 산업보건학

에 맞추어 2005년에는 새로운 교육 형태인 Blended Learning

부로 학부를 나누고 총괄하는 교육 관리부를 신설하여 1988년

을 도입하여 사전에 교육생이 시간을 내어 온라인학습으로 이

부터 법정직무교육이 실시되었고, 이러한 교육은 사업장의 자

론을 일부 습득하고, 오프라인 학습으로 실습을 포함한 집체교

율안전관리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 하였다(KOSHA, 2017)

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도

1990년에는 사업장에서 보유한 설비를 자체검사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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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건강은 보편적 가치이고 안전보건문제는 인류가 함

자층 및 산재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께 해결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안

공단에서 공공과 민간교육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통해 안전보

전보건교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건교육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교육기관에서 실

등 총 16개국 개도국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

시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등 관리 및 신규 교육기관

육 28개 과정에 대한 이론, 체험, 현장학습 등의 연수과정 등을

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교육품질 유지를 위

지원하기도 하였다.

해 노력하고 있다(KOSHA, 2017).
그 밖에 중간관리계층에 대한 실무 및 기초 교육, 명예산업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동안전버스교육 및 안전체험교육장을 통한 체험교육 등 다양
한 형태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체험교육은 효과가 매우
높은 교육방식이지만 산업안전 분야의 화재, 폭발, 누출 등 중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산업사고 등은 실제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제도 도입, 도매업 등 서비스업 교육대상의 확대로 인해 그 규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4D 가상안전체험교육장을 전국 5

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5인 미

개 안전체험교육장에 설치하고 응급처치, 질식재해예방을 비

만 사업장 및 일부 서비스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

롯하여 조선업, 건설업 및 일반안전, 제조업 등의 안전에 관한

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적 안전보건교육 기회를 제공받

다양한 입체영상과 가상현실 영상을 개발하여 체험교육을 실

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자

시하고 있다. 그 외 비정규직,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업 기초

체 교육실시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 또는 민간 교육기관으로

안전보건교육, 중소규모 사업장 강사지원, 외국인 근로자 교

부터 교육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

육, 장년, 여성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예비산

하여 국가 산업안전보건교육체계를 재 정립하고 교육대상 범

업인력인 실업계 고교,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학, 국군장병 등

위 확대를 통한 안전보건교육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래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OSHA, 2017).
현재 공공 교육기관인 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체계는 크게

2.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 도입

사업장의 자체교육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교육주체를 구분하
고, 가급적 민간교육기관과 중복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 하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교육방식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

고 산재취약계층,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교

등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안전보건공단, 2017). 그러나

육을 통해 법적 안전보건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

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KOSHA, 2017)

트렌드를 적용하여 산재예방효과가 높은 교육방식을 도입하

(Table 1).

고 있다.

안전보건 교육대상 계층은 크게 경영층, 중간 관리층, 근로

그 중 하나가 2016년도부터 HMD (Head mounted Display,

Table 1.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Education System (KOSHA. 2017).
Division

Public education institut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CEO, Manager

-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etc.

Middle manager

- Policy, social issue education
- Professional technical training
- Training for personnel in charge

- Supervisor training
- Safety ․ Health Manager Job training
Refresher (job) training

Worker

- Education for the vulnerable
- Experience education

- Training in the workplace
- Basic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construction or service industry

Professional institution staff

- Job training to improve professional skills for
staff of process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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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헤드셋)를 활용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교

derstand), 적용(apply), 분석(analyze), 평가(evaluate), 창조

육과정의 도입이다. 이와 함께 AR (Augmented Reality, 증강

(create)성을 키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학습자의 지

현실), MR (Mixed Reality, 혼합현실) 콘텐츠를 개발하여 산

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능력을 총합적으로 발달시키는

업안전 분야 및 일반안전 분야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수행하

것이 교육설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Krathwohl, D.

고 있다.

R. 2002).

또 기존의 강의 후 개별 복습방식을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최근 OECD국가들의 교육정책은 기존의 교육목표를 역량

강사와 토론하는 교육방식의 플립러닝은 선행학습의 리뷰

중심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education) 개발에 중심

(Review) 및 실습을 통한 문제해결 등으로 교육효과 극대화와

을 두고 있다. 역량(competency)이란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집합교육에 따른 사업장의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

능력을 말한다(Singapore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어 일부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TED 와 같은 모듈식

2012). 학습자는 학습결과로 갖게 된 능력이 단순한 기억이나

한입크기 과정을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분야 별 전문 강사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적용하고 행동하는 태도의 변화

가 30분 내외로 강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를 가져오게 되는 성과(outcomes)를 낼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있다.

체계는 이러한 역랑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도록 구축되고 관리

Jang과 Ha (2016)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발생에

되어야 한다고 한다.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역량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과업이나 기능, 역할을 효과

가 산업재해발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

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타나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역량은 지식, 기술,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동기, 태도 및 의지 등 모든 특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화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하는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Figure 1).

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결국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무능력은 다음 3가지의 능력을 갖

식 향상과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산업

추어야 한다. 첫째, 사회 ․ 문화적 책임과 자율성을 갖춘 ‘개인적

현장의 재해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능력’, 둘째, 조직 내 협업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셋
째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자율적인 업무수행 및 평가 등 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래와 발전방안

술적 능력을 보유한’방법론적 능력‘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감독자, 기술자 및 운영자 등 직무의

Bloom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기억(remember), 이해(un-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구분하여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

Figure 1. Individual competence and dimension (Dehnbostel. 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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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inciples of persistenc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이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량은 모든 사업장과

설비인 산업현장 자동화 설비의 개별 안전요소 신뢰성 향상 방

감독자, 엔지니어, 근로자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안과 더불어 이들을 통합한 근원적 안전제어시스템의 구축 기

않는다. 위험의 정도, 맡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 종류에 따라 산

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근

업보건교육의 요구수준은 달라지고 강사들에게 요구되는 수

로자의 오 조작 및 설비 오작동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준도 이에 비례하여야 한다(Figure 2).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의 문화와 생각을 완

결론 및 제언

전히 바꾸어 놓고, 산업안전보건교육 환경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대

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표는 사업장 안전보건

유행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새로운 유해요인에 대한 대

활동과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보건관리책

비와 탐색능력을 기르는 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예

무성(healthy accountability)을 갖춘 작업자를 육성하는 데

를 들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산업보

있다(OSHA, 1960).

건학적 대비책과 이로 인한 영향 사업장의 집단적, 조직적, 개

특히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직업병 ․ 작

인적 대응과 산업보건학적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판단하고 예

업 관련성질환 ․ 근로자의 정신건강 등 산업보건 문제를 해결하

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산업보건교

여 질병을 사전예방하고 건강한 작업환경과 사업장을 만들기

육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위한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 산업에 비해 보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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