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 사례

1. 서론

2016년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는 808명, 직업성 

암에 의한 사망자는 74명으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메탄올 

중독에 의한 직업병 발생 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명 등의 직업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직업병을 초래하는 유해인자의 노출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

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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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관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화학

제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제품에 함유된 유해인자를 파악할 수 있지만, 금속

제품의 경우 함유된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의 경우 제품에 대

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해인자를 예측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협회에서는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1) 한국산업표준(KS)인증기반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

 - 자료 출처 : 한국산업표준분류(KS)인증 규격

 - 분류 체계 : 기계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

 - 자료 검토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은 금속부문(D)이 유일

 - 자료 생성

       •   금속부문 표준코드 1,508개 중 화학성분 정보가 있는 266개, 표준코드에 따른 종류 2,749개

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작성

       •   화학성분 정보가 있는 2,749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 유해인자(작업환경측정, 특수

건강진단, 관리대상 유해인자, 특별관리대상 유해인자) 해당 여부 확인(8,354개) 

<그림 1> KS제품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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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그림 2>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림 3> 한국산업표준(KS)인증기반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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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공정별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

 - 자료 출처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정보관리 시스템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

       •   작업환경측정 전문가 의견

 - 대상 업종 : 작업환경측정 실시한 사업장의 업종 분포 중 빈도가 높은 44개 업종 선정

<그림 4> 한국산업표준(KS)인증기반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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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종명(세세분류) 업종코드(세세분류)

1 강주물 주조업 24312

2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1

3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0

4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2

5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9

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7 금속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1

8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1

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24329

10 기타 인쇄업 18119

11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9

12 도금업 25922

1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15 선철주물 주조업 24311

16 아파트 건설업 41112

17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4

18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19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20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1

21 종합병원 86101

22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3

23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2

24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

25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26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9

27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

28 금속 열처리업 25921

2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9

3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3

3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32 변압기 제조업 28112

33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1

34 스크린 인쇄업 18112

35 시멘트 제조업 23311

36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11

37 주형 및 금형제조업 29294

38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2

39 제강업 24112

40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41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6

42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3

4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13

4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2

<표 1> 업종공정별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 업종 목록(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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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예측하고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작업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인자의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을 줄이고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업종공정별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1)

<그림 7> 업종공정별 작업장 유해인자 예측 프로그램(2)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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