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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국제규격 제정절차

ISO 국제규격은 어떤 회원국에서 새로운 ISO 국제규격을 제안하면

서 시작된다. 제안은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나 소위

원회(Sub-committee; SC)에 하며, 이후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절차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 제안단계

제안단계는 새로운 국제표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어떤 

회원국에서 새로운 ISO 국제규격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하여 이 제안

항목을 채택하여 ISO 국제규격 제정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기각할지

를 결정하게 된다. 국제규격 제정절차를 밟기로 하면 제안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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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신규작업항목(new working item)으로 채택하며, 여기에서부터 표준화 작업이 시작된다. 신

규작업항목은 관련 기술위원회(TC)나 소위원회(SC)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와 5개국 이상의 정회원

(P-member)이 신규 작업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채택된다.

(2)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는 각 소위원회를 주관할 간사국(convener)을 결정하고,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

서별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WG)을 구성한다. 각 작업반에서 만들어진 표준의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작업초안(working draft, WD)으로 작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작

업초안은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정회원에게 찬반여부를 물어 위원회 초안(committee draft, CD)

으로 채택하게 된다.

(3) 위원회단계

채택된 위원회 초안은 ISO의 중앙사무국에 등록되며, ISO의 중앙사무국은 위원회 초안을 다시 기

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배포하여 여러 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정회

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국제표준 초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IS)이 만들어진다. 국제표준 

초안은 다시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 정회원의 2/3이상 찬성하거나 반대표가 전체투표 회원국의 1/4이

하인 경우에 최종 국제표준 초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으로 공포된다.

(4) 승인단계

최종 국제표준 초안은 ISO 중앙사무국으로 제출되며 이 단계에서 영어판과 불어판이 만들어진다. 

ISO 중앙사무국에서는 이를 정식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의견을 묻는다. 

조회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속한 정회원의 2/3이상과 

ISO 전회원의 3/4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제표준으로 확정한다.

(5) 공표단계

ISO에서 확정된 국제표준은 최종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전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2개월간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국제표준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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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001의 규격제정 현황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tandard)인 

ISO 45001은 2013년 3월에 영국표준협회(BSI)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ISO 국제기준 규격제정의 기본 

기간(time-frame)은 3년이다. 따라서 ISO 45001도 원래 계획은 본격적인 작업 착수 3년 후인 금년도

(2016)에 최종 국제규격을 발간할 예정이었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다.

위원회안(CD) 단계와 국제표준초안(DIS) 단계에서 모두 한 번씩 부결되어 각각 2차 안(CD2와 DIS2)

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단계마다 회원국으로부터 수많은 의견과 수정요구사항이 쇄

도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관심들이 많고 표준을 제

정하는데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제2차 국

제표준초안(DIS2)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빠르면 2017년에 최종 기준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국제표준의 제정절차

예비단계

제안단계

위원회단계

승인단계

질의단계

발간보급단계

작업초안(WD)
Working Draft

신규작업항목안(NP)
New Work Item Proposal

위원회안(CD)
Committee Draft

최종국제규격안(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규격안(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규격(IS)
International Standard

WD가 등록되면 간사국은 작업반을 구성. 
WD를 바탕으로 CD 초안을 작성. CD초안이 중앙사무국에 등록되면 
기술관리위원회(TMB)에서 기술위원회(TC)를 구성

새로운 안건이 제안. 검토 후 신규작업항목(NWI)으로 확정. 
NWI로 등록되면 작업초안(WD)을 작성. P회원의 과반수 찬성 및 
적어도 5개국 이상의 찬성하면 WD를 등록

기술위원회(TC)와 소위원회(SC)를 구성하여 CD를 완성. 
P 및 O 회원국이 회람, P회원국의 2/3이상이 찬성하면 DIS로 등록

FDIS는 ISO 전체 회원국에 회람하여 소속 TC 또는 SC의 P회원의 
2/3이상이 찬성하고 반대가 전체 투표회원국의 1/4이하인 경우 국제
규격으로 승인

ISO 회원국에 DIS를 회람. 소속 TC 또는 SC의 P회원 2/3이상이 
찬성하고 반대가 전체투표 회원국의 1/4이하인 경우 DIS통과. 
이를 FDIS로 등록

국제 규격의 발간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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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면 그 내용과 숨어있는 의미까지 이해하기 쉽다. 곧 공표될 ISO 45001을 잘 이해하려면 

그 동안 이루어진 제정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규격제정 연혁

(1) New Working Item Proposal(NWIP: 신규항목제안)

ISO 45001은 영국표준협회(BSI)가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신규항목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안에 대해 ISO 기술관리위원회(TMB)에서는 절차에 따라 회원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부쳤다. 

투표결과 정식 신규항목으로 채택되었고 곧바로 ISO 45001 기준을 개발할 프로젝트 위원회(Project 

Committee)가 꾸려졌다. 위원회 명칭은 ISO/PC 283이었다.

(2) Project Committee (PC: 프로젝트 위원회)

ISO에서 규격제정의 3단계인 위원회 안을 만드는 단위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이다. 

프로젝트위원회(PC)는 기술위원회와 동격이다. 기술위원회가 지나치게 기술적인 뉘앙스를 풍기므로 

경영시스템과 같은 규격을 제정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프로젝트 위원회로 명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

인다.

(3) ISO/PC 283 설치

ISO 45001을 제정하기 위해 2013년 6월, 프로젝트 위원회인 ISO/PC 283을 설치하였다. PC 283이 출

범할 당시에는 직접 참가한 회원국(P-member)은 27개였고, 참관국(O-member)은 12개였다. 이후 참

가국 및 참관국이 급속하게 늘어나 2016년 9월 현재 직접 참가국은 65개국, 참관국은 16개국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liaison member)는 18개에 이르게 되었다. 참가국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

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도 많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Date
참가국

(Participating-members)
참관국

(Observing-members)
유관기관 및 기구

(Liaison-members)

2013.06 27 12 0

2013.10 41 14 5

2014.03 45 15 12

2015.01 54 16 15

2015.09 59 15 17

2016.09 65 16 18

<표1> ISO/PC 283 참가 및 참관 회원국과 유관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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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orking Draft (WD: 작업초안)

ISO/PC 283 제1차 회의는 2013년 10월 21-25일 영국의 브렌포트 록(Brentford Lock) 홀리데인 인

(Holiday Inn Hotel)에서 열렸다. 작업1차 초안(WD1)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회의에는 27개국으로

부터 83명의 대표자와 5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제1차 회의의 주요목적은‘개념증명’정도의 초안( ‘proof of concept’draft)1)을 개정하여 작업초안

(WD)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ISO/PC 283에서는 하위에 작업1반(Working Group 1)을 설치

하였다.

제1차 회의 핵심 주제(key issues)는 다음과 같은 4개였다.

•  “리스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가?

• 경영시스템 통제 아래에 있는“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작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방침과 목적을 정하는데“누구”까지 참여시킬 것인가?

제1차 회의는 공개 토론회와 공개포럼 형식으로 진행하여 모든 참가자가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마도 내용이나 형식이 굳어지기 전에 여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아이디

어와 의견을 듣고자 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여기에서 형후 일정도 논의하였는데 처음에는 통상적으로 3년이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앞당기자

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여 3년 후인 2016년 10월

을 최종 목표일로 설정하였다. 처음에는 그 동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시스

템)에 관한 경험도 있고 ISO 45001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스템과 체계가 유사하므로 큰 문제없이 쉽

게 제정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더구나 비록 ISO 규격은 아니지만 ISO 시스템에 맞춰 개발한 안

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인 OHSAS 18001이 이미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터라, ISO 사무

국은 물론 많은 사람들도 ISO 45001 규격제정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머지않아 ISO 45001이 제정될 것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기준개발 뿐만 

아니라 내친 김에 ISO14001처럼 부록에 포함될 지침(guidance)까지 개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졌다. 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PC 283에게 주어진 업무범위가 아니었으므로 ISO/TMB의 승인이 필요

했다. 따라서 ISO/TMB에 지침개발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2014년 4월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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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PC 283은 작업1반(Working Draft No. 1)을 설치하고,“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with guidelines for use”2)라고 명명한 ISO 45001의 개발작업

에 착수했다. 작업1반(WG1)에서는 2013년 10월 회의에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작업초안(WD1)

을 만들었다.

ISO/PC 283에서는 2013년 12월, 작업초안 초기버전인 ISO 45001: WD1을 회원국에 배포하고 투표

에 부쳤고, 가결됨에 따라 2014년 1월 정식 작업초안(WD)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각 회원국으로부

터 접수된 제안 의견(comments suggesting improvements)은 무려 약 1,300개나 되었다. 초기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Committee Draft (CD: 위원회안)

ISO/PC 283 제2차 회의는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열렸다. 작

업초안(WD)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위원회안(CD)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2차 회의 참가회원국

(P-Member)은 45개국, 참관국(O-Member)은 15개국, 유관기관(liaison)은 12개 기관으로 1차 회의 때

보다 크게 늘었다.

작업초안(WD)에 대해 회원국들이 제시한 개선제안 의견(comments)은 약 1,300여개로 그 양이 

23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다. 이러한 의견을 일일이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은 실로 방대한 작

업이었다. 이 작업은 작업1반(Working Group No. 1)에서 도맡아 했다.

제2차 회의부터 작업1반(Working Group No. 1)의 참가자는 85명으로 늘어났다. 인원이 늘어났다

고 해서 일이 수월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85명 중 33명은 처음 회의에 참가한 신규

참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새로 참가자가 끼어들면 이미 정리됐거나 결론이 난 문제도 다시 논의하거나 최소한 설명

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 들어 온 사람은 지난번에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

다. 제2차 회의 작업1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미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거나 이미 결정

된 사항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자꾸 발생했다. 기존의 참가자에게는 참으로 많은 인내심이 요구

되는 회의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2차 회의 이후 작업1반(WG1)의 여러 태스크 그룹(TGs: Task Groups)들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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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결렸다. 여러 태스크 그룹이 회의 기간 내에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보

고서 작성도 끝낼 수가 없었다. 특히 부록의 지침(guideline)은 거의 작성하지 못한 채 회의종료 시간

이 다가 왔다. 따라서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추가로 화상회의나 이메일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다시 추가적인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7월 위원회안(CD)을 완성했다. 이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것을 국제규격초

안(DIS)으로 승인할 것인지 관한 투표를 실시했다. 회원국이 찬성하면 위원회안은 국제규격초안이 되

는 것이다.

2014년 9월, 투표결과가 나왔다. 찬성 29, 반대 17 기권 1. 결과는 부결. 가결되려면 찬성이 2/3 이

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부결의 의미는 그냥 DIS로 넘길 수 없으므로, 위원회안을 다시 만들라는 

것이었다.3) 이때 회원국들로부터 접수된 개정의견(comments)은 약 2,500개로 제1차 때보다 2배나 더 

많았다. 개정의견은 대부분 각 문장의 완성도(정확도나 명확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

산업보건안전(OH&S) 또는 산업안전보건(OSH)

제2차 회의의 안건 중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ISO 45001의 명칭에 관한 것이었다. 명칭을

“산업보건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으로 할 것이냐“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즉 명칭에‘안전’을 먼저 쓸 것이냐‘보건’을 먼저 쓸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첨

예하게 의견이 갈려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1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작업1반에

서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이 문제는 전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는 2014년 5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결론은? 아시는 바와 같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로 결론이 났다. 보건이 승! 그럼 우리도 산업보건안전경영시스템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제3차 회의

첫 번째 위원회안(CD1)이 부결되었으므로 ISO/PC 283은 CD1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야 

했다. 제3차 회의는 2015년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IOSH(Institution for Occupational Saf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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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주관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 표준국의 후원을 받아 트리니다드토바고4)의 포트 오브 스페인

(Port of Spain)에 있는 Hyatt Regency Hotel에서 열렸다.

제3차 회의부터는 참가회원국(P-Member)이 45개국에서 54개국으로, 참관국(O-Member)은 15개국

에서 16개국으로, 유관기관(liaison)은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제3차 회의 참가자는 70명이었고, 

20명은 신규참가자였다.

제3차 회의에서는 작업1반(WG1)에서 CD1에 대해 제안된 의견(comments)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코멘트는 항목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3절의 용어(terminology)나 6절의 리스

크(risk)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코멘트가 달렸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보안 및 개정을 

위해 6개의 Task Group(TG)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간 부족으로 회의기간 동안 2차 위원회안(CD2)은 완성하지 못했다. 이후 각 TG에서 마

무리 작업을 한 다음, 편집팀(Editing Team)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편집팀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최

종본을 완성한 후 작업1반(WG1)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이후 WG1에서 최종 검토 후 제2차 위원회안

(CD2)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2차 위원회안(CD2)5)이 완성된 것은 2015년 3월 25일이었다. CD2는 곧바로 

회원국에게 발송되었고 2015년 6월 5일까지 참가국(P-Member)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Workers에 대한 정의

제3차 회의에서의 핵심의제 중의 하나는‘일하는 사람(worker)’에 대한 정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이 되는‘workers’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정의뿐만 아니다. 개념이

나 범위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workers’가 아니라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에 정의된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

자 개념이 상당히 좁다. 더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못 박음으로써 안전보건 책임자를 근

로자의 상대방, 즉 고용주(직접고용한 자)로 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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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은 그냥‘workers’로‘일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누가 고용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내가 지배, 관할, 통제하는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workers)이라면 그를 누가 고용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내가 소유(관

할, 지배, 통제)하고 있는 장소, 기계, 기구, 설비, 물질, 에너지 등으로 인하여 사고나 직업병을 받지 않

도록, 나는 내가 소유(관할, 지배, 통제)하고 있는 장소, 기계, 기구, 설비, 물질, 에너지 등에 대한 안전

보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명확하여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이러한 관점

을 취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아예 오해나 혼동을 없애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대상을 

 ‘근로자(employee)’라 하지 않고,‘일하는 사람(workers)’으로 규정하고 있다. 몇 년전 대만에서도 근

로자(employee)를 그냥 일하는 사람(workers)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바 있다.

ISO 45001을 제정하면서‘workers에 대한 정의’가 논란이 된 것은 employee냐 workers냐 하는 것

은 아니었다. 이미 용어는 workers로 사용하고 있었고, 모든 일하는 사람(workers)을 지칭한다는 것

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ISO 45001을 제정하면 workers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은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일선에서 직접 일하는 현장 작업자(non-managerial workers)만 대

상으로 할 것인지, 사람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관리자(managerial workers)도 포함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논쟁의 결론은 모든 workers를 포함하였다. 즉 workers의 정의를‘managerial and non-

managerial workers’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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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를 마치며

제4차 회의부터의 이야기는 다음 호로 넘겨야 할 것 같다. 제4차 회의는 2015년 9월 21일~25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와 ISO의 합동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제4차 회의에서 CD2를 국제규격초안

(DIS)으로 발간하는 것을 승인함에 따라 2016년 2월 DIS가 발간했다. 이어 DIS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

가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2일, 투표결과는 부결로 나왔다. 따라서 현재 PC 283에서는 DIS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DIS2를 완성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호에 이어가기로 한다.  

1.  A proof of concept (POC) is a demonstration, the purpose of which is to verify that certain concepts or theories have the potential 

for real-world application. POC is therefore a prototype that is designed to determine feasibility, but does not represent deliverables.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이 조직의 특수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증명 과정.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사용된다.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 어떤 연구자도 실현한 적이 

없는 독보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선행연구들의 토대 위에서,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질문하지 못한 대담한 가설이나 콘셉트를 제안

하고 이를 증명(proof of concept)하는 것이“연구한다”는 본래의 의미다.

2.  BSI에서 제안한 것은“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였는데 지침까지 덧붙여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기준의 명칭에‘with guidelines for use’를 붙였다.

3. 초기 버전의 위원회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2014년 7월의 위원회 초안을 CD1으로 부르기도 한다.

4. 베네수엘라 카리브 해상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로 정식 국가 명칭은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5. 정식명칭은 ISO/CD 45001.2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