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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응 : CSB 사고조사(비디오 20분) I 미국CSB(화학사고조사위원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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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ps, Trips, and Falls : Best Practices and Standards Virtu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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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호는 http://wish.kosha.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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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연방안전보건연구원(BAuA), 기업의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포탈 개설
2. 호주 빅토리아 WorkSafe,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강조
3. EU 유럽산업안전보건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적용을 위한
효율적 예방 원칙 소개
4. 일본 Japan 타임즈, 파견 근로자 산재사망 사고의 심각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
5.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학물질 피부접촉 위험 예방전략 개정발표
6. EU-OSHA,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업종의 재해예방 활동 추진
7.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경마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8. 유럽 EU-OSHA, 2009-2013년 안전보건 전략계획 추진을 통한 EU내의 중추적인 역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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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동향

독일

안전보건단신

최신안전보건 자료

국제안전보건 행사

연방안전보건연구원(BAuA), 기업의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포탈 개설
2009. 8. 25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발표자료
독일 연방안전보건연구원(BAuA)에서는 독일내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포털을
개설하였음. 본 웹페이지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인 Arbietsschutzgesetz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부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험성 평가 포탈 개설 배경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만족하는 수준의 지침을 제공받을

•매 3분 30초 마다 EU 근로자가 1명씩 사망하고 있으며,

수 있음

이는 연간 167,00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7,500명) 및
위험성 평가 포털 구성

직업성 질환(159,500명)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함
•매 4.5초 간격으로 EU 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로 연결되
고 있음.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 발생은 연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적용방법 안내 : Basic
Knowledge
•현행 독일의 주요 위험성 평가 지침을 데이터베이스 형태
로 제공하고 각 위험요소별, 장소별 및 산업별 등으로 검

70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 개인적인 손실, 경제적 손실, 사회

색 가능 : Guidelines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및 건강상 영향에 대한 안내 :

적 비용 손실 등 다양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의 토대

Knowledge of Experts
•위험성 평가 관련 링크, FAQ 및 연락 정보 제공 등 :

를 구축해야 함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관리의 시작이며, 체계적인 산업안

Servise

전보건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음
•안전보건을 통해 사업장의 생산력 및 이익증대에 기여
위험성 평가 포탈 주요 제공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음으로
써 근로환경 개선 방향 제시
•독일 내 국가의 기업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지침을 제공
•유럽 전체에 재해예방차원의 안전보건 문화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
•위험성 평가 실시 독려 및 근로자 참여 확대 등
•위험성 평가 안내서 발행 및 보급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을 통해 각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
한 작업환경 평가 및 분석
•다양한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간단한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위험성 평가 포털은 독일 산업안전보건 공동전략의 일환
으로 추진되었으며, 모든 사용자는 포털을 통해 독일의
출처 http://osha.europa.eu/en/teaser/Files/BAUA_press-relea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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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동향

호주

안전보건단신

최신안전보건 자료

국제안전보건 행사

빅토리아 WorkSafe,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강조
2009. 8월자 호주 빅토리아 WorkSafe 홈페이지
호주 빅토리아 WorkSafe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를 웹사이트를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근로자의 범위(정직원,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 포함)

6. 부상 또는 재해의 목격자

•작업안전 재해보험에 가입

7. 사업주에게 보고한 날짜

•계약에 의한 근로

- 본인이 보고를 못할 경우 대리인 가능

•노동직, 사무직의 계약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으로 근로

- 재해보상청구를 위해 각 우체국과 작업안전국에 비치되어있는

•근로경험을 쌓고 있는 준비생
•근로동의하에 호주직업교육훈련기관(TAFE)에서 소개한
학생

작업안전 근로자 재해청구 서류작성
- 재해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 할 시,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와 같
은 작업 안전 능력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대리인과 계약한 근로자

- 사업주는 제출받은 작업안전 능력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작업

근로자 보호의무

- 작업안전국은 청구요구를 심사

안전국에 제출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보건이 위협받지 않
는 환경에서 근로할 권리가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로하도
록 보장
•근로자들은 안전보건대표를 선출하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보상청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휴직을
해야 할 경우 보상청구를 해야함
- 근로자 보상청구 주요 체크리스트

1. 근로자의 재해가 재해등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2. 의학적 소견서 제출

재해보고

3. 만약 모터가 장착된 이동수단이 관련된 재해라면 경찰에 신고

•재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4. 보상청구 서류 작성

보고해야함

5. 퇴사 이후 보상청구를 진행하려면 재직 중 일 때 청구할 수 없

•미보고 시 보상 제외 가능

었던 이유에 대해 사유서 작성

•재해 보고 방법

6. 보상청구 서류를 최대한 신속히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가 제공하는 각 작업장에 비치되어있는 재해등록 양식
이용

【재해등록 양식】
1. 이름과 직위
2. 부상 또는 재해 발생날짜
3. 부상 또는 재해 발생장소
4. 부상 또는 재해 발생원인
5. 부상 또는 재해의 특징 및 재해를 입은 신체부위

출처 http://www.worksafe.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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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동향

EU

안전보건단신

최신안전보건 자료

국제안전보건 행사

유럽산업안전보건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적용을 위한 효율적 예방
원칙 소개
2009년 캠페인 상반기 결산 EUOSHA 발표자료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에서는 2008년~2009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캠페인에 24개의 유럽연합(EU)
국가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소속국가 등이 참여하여 실천한 관련사례 중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하고 각
사업장의 효율적인 사례적용을 위한 예방원칙을 제공함

유럽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선정, 보급과정
•공식명칭 : 2008-09 Healthy Workplace A European
Campaign on 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 실용적인 해결방법(우수사례 8종)
① 위험성평가 관련자 참여 프로그램
② 자동차 조립라인의 위험 분석 및 예방

•실행방법 : 위험성평가를 통한 건강한 사업장 구현(20082009)

③ 위험 평가 및 처리를 위한 ‘위험 카드’ 활용
④ 연구환경에서의 위험 관리를 위한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

•실시목적 : 유럽 전 지역의 모든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

솔루션

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과

⑤ 작업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토대로서의 위험평가

법적인 의무에 대한 의식 고양과 함께 단계별 위험성평가

⑥ 전자양식을 이용한 목표 작업장 평가

기법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⑦ 일상 안전 준수

•우수사례 선정 : 24개 회원국(터키 포함)으로부터 제출된

⑧ 안전보건 학교건립을 위한 파트너십 접근법

47개의 우수사례 중 유럽평가단(European Jury Judging
Panel)추천 등에 의하여 최종선정하고 사례집으로 발간하
여 EU 국가별 23개 언어로 번역 보급함

위험성 평가 업종별 실제적인 해결방법(추천사례 9종)
① 식음료 취급 공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위험 줄이기
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장공 작업 재편성

위험성 평가 및 예방원칙

③ 철강업계에서의 위험평가 수행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우수사례 정보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자체 사업장 평가

④ 보건 모임 - 위험평가 수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즐거운 방안

가 먼저 수행되어야 하며 각 해당 국가별 법률에 따라 만들

⑤ Revoz 자동차 공장의 위험 평가에 대한 포괄적 접근

어진 기준이 있어야 함

⑥ 체계적 위험 평가를 위한 국제적 VAE-HSE 지침서 및 소

•우수사례 정보를 이행하기 전 위험성평가가 수행되지 않는

프트웨어

다면 위험을 통제할 수 없거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될 위

⑦ 채석 부문–석면으로 오염된 원자재에 대한 안전한 취급

험이 있다고 경고함

⑧ 작업장에서의 외부적 폭력에 대한 평가 및 해결

•위험예방에 관한 일반원칙

⑨ Rio Tinto Minerals사의 포괄적 위험 분석 및 예방

- 위험회피 및 회피가 불가능한 위험의 평가
- 원점에서 위험에 대해 대항하고, 작업장 설계, 작업장비 선택,
작업 및 생산방법의 선택을 고려하여 작업을 근로자 개인에게

우수사례집 한글판 번역자료 이용안내
•대상 :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집(우수사례8건, 추천사례9건)
의 전체내용 열람희망자

맞게 개조

•원문제공 :「 Prevention of risk in practice : Good

- 기술적 프로세스 적용
- 위험요인(인자)을 위험하지 않거나 덜 위험한 수단으로 대체함
- 기술, 작업조직, 작업조건, 사회적 관계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요소의 영향을 망라하는 일관성 있는 총체적 예방방법 개발

practice related to risk assessment 」
•번역문(PDF) 제공 : overseas@kosha.net요청, 또는
KOSHANET(국외정보)

- 개별적인 재해예방 수단보다는 총체적 재해예방 수단이 더욱
중요함
-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

* EU-OSHA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출처 http://osha.europa.eu/en/publications/reports/TE7809580ENC_good_practice_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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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동향

일본

안전보건단신

최신안전보건 자료

국제안전보건 행사

Japan 타임즈, 파견 근로자 산재사망
사고의 심각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
2009. 8월 The Japan Times 사설
일본의 대표적 신문중 하나인「Japan 타임즈」사설에서는 2008년 5,631명의 파견직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파견된 지 3개월 이내 근로자라는 후생노동성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는 일본이 일하기에 안전한 나라이라는 인식에 반하는 충격적인 결과이며 보다 구체적인 예방정책과
사전교육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2008년 일본의 파견직 근로자의 산재사고현황 : 후생노

•근로자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이지만 기본

동성 발표보고서 인용

적인 안전을 위한 조치와 적절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008년 5,631명의 파견근로자가 작업관련 사고로 부상당

규칙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하거나 사망함
•이들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시직으로 제조업에 파견된 후
부상당함
•이는 전체 산업재해의 2/3이며, 10%는 교통산업의 임시
직 근로자에서 발생하고 있음. 매일 평균 1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2008년 파견 근로자의 작업 중 사망자수는 전년에 비해
31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유는 단지 전체 임시직 근

•사업장에 걸려있는 “안전 제일”이라는 슬로건은 다수의
임시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예외인 것으로 보임. 전체 사업
장이 적절한 보호와 훈련, 정보제공을 통해 보다 안전하
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함
•경제가 회복되면 임시직 근로자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정부는 반드시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모
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로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Goodwill Inc’와 같은 인력회사의 파산과 경제 전반의 침체사유

「Japan 타임즈」파견근로자 재해관련 사설의 주요내용
•대부분의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에 파견된 지 3개월 내
에 부상을 당하며 주요 원인은 경험미숙으로 인한 것이라
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는 일본이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이미지에 반하며,
신 경제에 있어서 임시직 근로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관점에서에서 보게 함
•오히려 적은 숫자의 살인사건은 수 주 동안 신문의 전면
기사로 다루어져 관심을 끌지만, 산재사망 기사는 신문의
뒷면으로 밀려나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파견직 근로자가 회사에 단기간 보내질 때 안전교육이 제
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 파견근로자가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 되
는 것임

출처 http://search.japantimes.co.jp/cgi-bin/ed20090719a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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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동향

미국

안전보건단신

최신안전보건 자료

국제안전보건 행사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학물질 피부접촉 위험 예방전략
개정발표
2009년 7월 17일자 NIOSH 발표자료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작업장에서 화학약품의 피부 접촉에 따른 직업성 위험요인을 쉽게
확인하고, 피부접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유용한 화학적 피부위험전략을
개정·발표함

액원성 병원체 기준을 따름

제공개요
•소규모·신규 사업장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산업안전보건

- 과도한 소음발생 및 밀폐공간 작업시 적절한 보호구 제공

법률에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예방 조치를 단계별 안내에
•3단계: 사업장의 위험요소 조사

따라 쉽게 적용함
•이 안내서는 일반산업, 건설업, 건강관리, 히스패닉(중남
미계 스페인어 사용)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

- 소규모 사업장핸드북의 자가조사 체크리스트, OSHA의 관련
e-Tool 및 산업안전보건정보지를 참고

루어져 있음
•4단계: 종합적인 사업장 안전보건프로그램의 발전
일반산업(General Industries)에 관한 7단계의 주요내용
•1단계: 일반산업 사업주에 적용되는 OSHA의 요구사항
- 위험요소 전달기준으로 사업장내의 화학제품에 노출될 수 있

- 1~3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각 사업장 별 안전보건프로
그램을 사업장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활용(권고사항 - 강
제사항 아님)

는 경우 위험요소 전달프로그램(Hazard Communication)을 제
공하고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의 준수함
- 화재나 기타 비상시 안전을 위해 근로자가 취해야할 행동을 기
술한 비상시 행동계획기준을 수립

•5단계: 근로자 교육
- OSHA의 교육자료 정보,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

- 화재안전을 위한 화재예방계획의 수립
- 비상시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 통로를 선정
- 미끄러짐, 협착, 추락 등 대부분의 일반산업사고를 일으키는
보행/작업장 표면에 대한 조치
- 의료와 응급처치에 대한 계획 및 실천

•6단계: 기록보존, 보고와 포스팅(Posting)
- 사업주는 사업장내에서의 부상, 질병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사망이나 3인 이상의 요양자가 생긴 경우 보고해야함
- 사업장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안전에 관한 포스터를 부착해야함
- 근로자의 노출기록을 30년간 유지·보관하며 의료기록의 경우

•2단계: OSHA의 추가 요구사항

고용기간에 30년을 더한 만큼 보관해야만 함

- 기계의 사용 시, OSHA 기계류 안내서 참고
- 기계 유지보수 및 서비스 시, OSHA 안전조치(Lockout/Tagout)

•7단계: 추가적인 규정준수 정보
- OSHA 홈페이지 내 검색을 통해 소규모사업장에 관한 자료, 스

를 준수
- 전기안전에 대한 OSHA 전기기준을 따름

페인어 버전 웹사이트 등의 추가 규정준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개인용 보호장비의 사용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작업공정별 평
가와 이에 대한 공학적 통제를 실시
- OSHA의 호흡장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치의 사용
- 작업 시, 혈액이나 신체 체액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OSHA 혈

*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출처 http://www.osha.gov/dcsp/compliance_assistance/quickstarts/general_industry/index_g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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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동향

EU

안전보건단신

최신안전보건 자료

국제안전보건 행사

EU-OSHA,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업종의 재해예방 활동 추진
2009. 9월 EU-OSHA 홈페이지
유럽에서는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업종(HORECA)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유럽
전체적으로 780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음(2004년 기준-Eurostat 통계자료 2005). 아울러 총
매출액은 3,380억 유로(한화 약 600조원 - 2004년 통계자료)에 달하고 있으며, 직무 특성상 임시직
근로자가 많으며, 부정기적인 근무시간과 낮은 급료, 청소년 근로자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음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업종의 주요 안전보건상의 부

•각종 절단 도구 및 칼류 사용안전 정보

정적 요인

•열화상 및 온수화상 관련정보 제공

•무거운 짐 운반

•인력운반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 정보 및 예방대책

•장시간 서서 근무 및 자세 불량

•소음 및 유해위험 화학물질 등 건강 유해 요인 관련 정보 및

•고객과의 직접 접촉
•근로자의 근로-생활 밸런스 유지가 힘든 저녁근무 및 주말
근무 과다

대책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압축가스 관련 안전정보 및 대책
•고온 환경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정보 및 대책

•높은 스트레스 및 단조로운 작업
•고개, 동료 및 사업주로부터의 폭력 및 협박 등에 노출됨
•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업종 관련 유럽규정
•모든 근로자는 89/391/EU 규정(Framework Directive)에 따
라 보호를 받으며, 본 규정의 기본 원칙은 위험성 예방임
•본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위
험성평가를 실시할 일반적인 의무를 지니며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함
•작업시간 규정 및 작업장 규정 89/654/EC 및 소음 규정
2003/10/EC 등의 규정도 준수해야 함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업종 종사자의 주요 스트레스
•10시간 이상 근로하는 횟수가 한달에 1회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의 47.5%
•근로자 1인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3.4시간
•근로시간이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인 근로자가 전체의 71%
•근로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인 근로자가 전체의
45% 등

주요 위험요인별 정보제공
•전도, 미끄러짐 및 추락 관련 위험성 예방 정보 제공

* EU-OSHA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 HORECA Hotel, Restaurant and Catering
출처 http://osha.europa.eu/en/sector/horeca

10 | Global Newsletter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_ October 2009

주요국제동향

미국

안전보건단신

최신안전보건 자료

국제안전보건 행사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경마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발표자료 : 제주경마공원조기협회 감수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경마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마산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대책수립을 촉구함

미국 NIOSH의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미국 경마산업 근로자의 주요 재해조사 개요

•남성 8,700명(61%), 여성 5,900명(39%)

•경마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의 데이터베이스(NEISS-Work)의 자료를 토

•35세~44세에서 가장 많이(33%) 발생

대로 조사함

•상해 부위는 상지(어깨, 팔, 손목, 손 등)가 가장 많은 33% 차지
•상해자의 91%는 치료 후 퇴원하였지만 9%는 타 병원으로 이송

•1988년부터 2006년까지 표준경마산업에서 14,200여건의 상해

후 치료

가 발생하였으며 상지부위의 상해가 전체의 33%에 이르고 있음

•4월~9월 사이에 67%가 발생하였음

•미국기수협회(The Jockey's Guild of America)에 의하면 1950
년대~1980년대에 100명의 기수가 사망하였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중대재해 센서스(CFOI)
자료분석 결과

•경마산업 근로자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로 오전
시간중에 말 조련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함
•경마산업과 관련하여 1993년부터 1996년동안 분석한 자료에 의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중대재해센서스(CFOI) 자료를

하면 6,546건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사망자수는 3명이며, 상해

분석한 결과, 1992~2006년 동안 경주마 육성 및 표준 경마산업
에서 79명이 사망하여 평균 강도율 5.6을 기록함

사고의 44%가 기수낙마로 머리, 목, 얼굴(상지)에 부상을 입음

•79명의 사망자 중에서 트랙 지면에 충돌이 28명(48%), 실제 경

•전문기수 706명의 상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총 1,757건의 상해

마 출전 중 사망이 18명(23%). 또한 낙마로 38명(49%), 말에 밟

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함

히거나 차여 17명(22%)이 사망함

미국 각 주별 경마 관련
개인용보호구 관련 기준

*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CFOI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 NEISS-Work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보호구 종류
안전모
일반적인 안전모
승인된 제품
ASTM F1163-04A
안전모 필수 착용 보직
기수
견습기수, 마필관리사
트랙관리원
안전모 필수 착용 시기
구체화 되지 않음
경주, 훈련 시
시설관리 시 모든 인원
안전조끼 종류
인증 되지 않은 제품
이사회 승인된 제품
BETA (평가 5)
BETA (평가 1), ASTM F1937-04
BETA (평가 5), 덮개가 부착된 제품
안전조끼 필수 착용 보직
구체화 되지 않음
기수
견습 기수, 기수
마필관리사, 훈련조교
모든 마필관리인
안전조끼 필수 착용 시기
구체화 되지 않음
경주 중
조교 중
조교, 준비운동 중, 행진 시

캘리포니아

델리웨어

일리노이

●

●

지역
켄터키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

●

●

워싱턴

서부버지니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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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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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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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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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cdc.gov/niosh/docs/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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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보건 행사

EU-OSHA, 2009-2013년 안전보건
전략계획 추진을 통한 EU내의 중추적인
역할수행 2009년 상반기 EUOSHA 홈페이지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감소를 위한 EU의 산업안전보건전략 2007-2012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세부추진전략(2009-2013)을 수립하여 공포함.
동 산업안전보건전략에서는 전 유럽에 걸친 산업안전보건 공동접근방식 마련 등 노사정 파트너쉽 및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한 목표와 EU-OSHA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

EU-OSHA 산업안전보건전략(2009-2013) 목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인식 제고

•임무5 : 산업보건증진 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확산한다.
•임무6 : 각 국가의 산업안전연구기관이 공동의 연구 우선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확인 및 공유 확대
•원활한 예방활동을 위해 새롭게 출현할 위험성 예상(Risk

순위를 설정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연구프로그램에 산업
안전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Observatory)

•임무7 : EU의 위험성조사 프로그램(Risk Observatory)

•회원국 간 협력,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촉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유럽 및 기타지역의 안전보건정보

은 신기술, 생물학적 유해요소, 복잡한 기계사용, 인구변
화와 관련한 리스크 예측 능력을 향상한다.

를 최대한 활용
•사회 및 환경적 책임에 있어서 EU-OSHA가 모범이 될

EU-OSHA의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및 홍보활동

수 있도록 노력

•2008~2009년까지 위험성평가에 주력하고 2010~2011년
EU-OSHA 산업안전보건전략(2009-2013) 목표를 달성하

까지는 위험성평가 유지 및 확대추진 예정이며,2012

기 위한 노력

~2013년 까지 캠페인 활동은 2009년 중에 논의 발표

•전 유럽에 걸친 산업안전보건 공동 접근방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정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며, 정보의 신뢰

•향후 5년간의 EU-OSHA 캠페인의 주제 : “Healthy
Workplaces : Good for you, Good for Europe
•원활한 캠페인 활동을 위해 EU의장국과 파트너쉽을 강화

성, 투명성,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
•노·사·정 협력, 파트너쉽 및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다양

할 예정임

한 활동 추진
전략달성을 위한 EU-OSHA의 임무
•임무1 : 우수사례를 알리고 확산하기위한 활동은 고위험
분야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임무2 : 산업별 맞춤 안전보건인식향상 캠페인을 수행한
다.
•임무3 : 여성근로자, 이주근로자, 청년근로자, 노인근로
자의 노동시장 유입증가로 인한 안전보건문제에 관해 구
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임무4 : 각 회원국의 일자리 및 직업에 관한 정책에 안전
보건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 EU-OSHA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출처 http://osha.europa.eu/en/publications/work_programmes/strategy20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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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단신
1. 유럽 산업보건증진네트워크(ENWHP), 건강증진 활동의 경제적 효과 및 이익에 대한 보고서 발표
2.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새로운 소음평가 프로그램(DOSES)개발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근로자의 H1N1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4.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안전보건 사진 경진대회 출품작 온라인 투표 실시
5. 미국안전기술사회, ILO와 양해각서 체결 등 안전보건환경기구와 연계강화
6. 호주 작업안전국, 2005~2006년 근로 상해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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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산업보건증진네트워크(ENWHP),
건강증진 활동의 경제적 효과 및 이익에 대한 보고서 발표
유럽 산업보건증진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Workplace Health Promotion)에서는 최근의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산업보건 증진 활동과 예방활동이 근로자의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혀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이 감소하고, 각종 질병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을
의식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과 치료비용의 감소가
결국 비용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건강증진 활동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http://www.enwhp.org/index.php?id=624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새로운 소음평가 프로그램(DOSES)개발
NIOSH는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시간.동작 연구와 작업자 소음.노출과
관련하여 기록유지 및 분석.단순화 하여 소음원을 보다 쉽게 구별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소음평가 프로그램(DOSES)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함. DOSES는 작업자의 일일활동을
추적하며 동시에 소음측정은 도시메타(Dosimeter)와 수음측정기(SLM)로 수집됨. 작업자의 위치 및 작업
또는 기타활동에 대한 관찰이 시간에 따라 기록되고 이후 이러한 데이터는 소음 데이터와 시간에 따라
맞추어 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이후 프로그램에 입력되고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자의
일정기간 동안의 축적된 소음노출정도를 제공해 줌

http://www.cdc.gov/niosh/mining/pubs/pubreference/outputid2712.htm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근로자의 H1N1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최근 전 세계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H1N1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음. OSHA에서는 H1N1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모든 질병의 대유행(Pandemic)시 대처요령, 건강관리 및 의료업종 종사자의 감염 예방 방안,
고위험 의료업종 근로자의 보호 지침, 인플루엔자로부터 호흡기 보호 방법, 공기 호흡기와 마스크를
통한 호흡기 감염 보호 등의 정보를 바로카드(Quick Card), 책자 및 쉬트(sheet)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 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함

http://www.osha.gov/dsg/topics/pandemicfl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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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안전보건 사진 경진대회 출품작 온라인 투표 실시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roa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에서 실시중인 안전보건 사진
경진대회 출품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투표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최우수상에는 1,000유로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임

http://osha.europa.eu/en/campaigns/hw2008/teaser/photo_competition_online_voting_01.13082009

미국안전기술사회,
ILO와 양해각서 체결 등 안전보건환경기구와 연계강화
미국안전기술사회(ASSE)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와 작업장에서의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각 지역사회와 작업현장에서 안전의식 고취 및 제고,
지식개발, 정보보급, 작업현장의 모범사례를 함께 적용해 나갈 것에 대하여 협력을 약속함. ASSE는 이로
인해 전 세계 산업현장에서 일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ASSE 소속의 32,000여명의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전문가의 가치와 ASSE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다른 안전보건환경기구들과 연계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http://www.asse.org/professionalaffairs_new/alliances/docs/ILO.pdf

호주 작업안전국,
2005~2006년 근로 상해 조사 결과 발표
호주 작업안전국에서는 모든 작업 관련 부상과 관련된 보상수치, 교대근무에 따른 작업 관련 부상,
고용상태에 따른 작업 관련 부상, 근로자의 보상적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을 정리한 근로상해
조사결과(WRIS : Work Related Injuries Survey)를 발표함. 본 보고서는 5년 단위로 노동력에 대한
통계자료 정리를 위하여 호주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발표하며, 호주 작업안전국에서는 근로자의 보상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예산을 지원함.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자의 보상데이터는 작업관련부상과
관련하여 전체의 60%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고 위험율이 높은 산업이나 작업의 종류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자영업근로자들은 일반근로자보다 낮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음

http://www.safeworkaustrali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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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신 안전보건 자료
1. 비상시 대응 : CSB 사고조사(비디오 20분) I 미국CSB(화학사고조사위원회)발행
2. 안전보건 노동감독 전략계획 I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발행
3. 1992-2006년 미국의 산업재해 통계 분석 I 미국 노동통계청(BLS) 발행
4. 임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I 영국 안전보건청(HSE)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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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동향

최신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단신

국제안전보건 행사

1. 비상시 대응 : CSB 사고조사(비디오 20분)
미국CSB(화학사고조사위원회)발행
•원제 「Emergency Preparedness: Findings From CSB Accident
Investigations」
•바로가기

www.csb.gov/videoroom/detail.aspx?vid=29,
YouTub(www.youtube.com/uscsb)

2. 안전보건 노동감독 전략계획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발행
•원제 「Labour inspectorates’ strategic planning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바로가기 http://osha.europa.eu/en/publications/reports/TE-80-09-641EN-N_labour_inspectorates/view

3. 1992-2006년 미국의 산업재해 통계 분석
미국 노동통계청(BLS) 발행
•원제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for 1992-2006」
•바로가기 http://www.bls.gov/iif/cfoibulletin2006.htm

4. 임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영국 안전보건청(HSE) 발행
•원제 「Managing Health and Safety in Forestry」
•바로가기 http://www.hse.gov.uk/pubns/indg2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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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외 안전보건행사
1. 캐나다 안전공학기술사회 2009년 컨퍼런스 및 전시회
2. 2010년 작업현장의 변화 주도에 관한 포럼
3. Slips, Trips, and Falls : Best Practices and Standards Virtual Symposium
4. Global Network of CCs in Occupational Hela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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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동향

안전보건단신

국제안전보건 행사

최신안전보건 자료

1. CSSE 2009 PDC Conference and Expo
•행 사 명 : 캐나다 안전공학기술사회 2009년 컨퍼런스 및 전시회
•대회기간 : 2009. 9. 20 ~9. 23 (4일간)
•장

소 : 런던 왓포드, 힐튼호텔

•주

관 :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 (IOSH)

•웹 주 소 : http://www.iosh.co.uk/index.cfm?go=events.details&id=3201

2. Forum Ⅲ - Leading the Change
•행 사 명 : 2010년 작업현장의 변화 주도에 관한 포럼
(책임체계, 인간공학, 작업장 폭력, 교육과 지식정보 분야)
•대회기간 : 2010. 3. 8 ~3. 9 (2일간)
•장

소 : 캐나다 Quebec

•주

관 :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정보센터(CCOHS)

•웹 주 소 : http://www.ccohs.ca/events/forumIII

3.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예방을 위한 온라인 전문가 심포지움
•행 사 명 : Slips, Trips, and Falls : Best Practices and Standards Virtual Symposium
•대회기간 : 2009.10.20 ~10.22 (3일간)
•장

소 : 미국안전기술사회(ASSE) 홈페이지

•주

관 : 미국안전기술사회(ASSE)

•웹 주 소 : http://www.asse.org/cartpage.php?link=additem&PID=CC09STAF

4.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CCs) 국제회의
•행 사 명 : Global Network of CCs in Occupational Helath 2009
•대회기간 : 2009. 10. 18~23 (6일간)
•장

소 : 스위스 Geneva

•주

관 : 세계보건기구(WHO)

•웹 주 소 : http://www.w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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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레 터
안 전 보 건
G l o b a l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 Tel.032-5100-742, Fax.032-502-7199

'Global 안전보건뉴스레터' 구독 신청 및 의견수렴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에서는 국제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E-mail을 통해 월간 'Global 안전보건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이나 단체는 성명과 소속, 전화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기재하여
아래 주소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정보를 제공하고자 구독자 여러분의 고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오니, 이메일, 팩스로 구독소감 및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신청 및 의견송부 : cissys@kosha.net / Fax : 032-502-7199

20 | Global Newsletter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_ August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