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활용한 
위험 업종 예측과 관리방안

Deep

38 SMART KIHA, BEST KIHA

협회연구보고서

산업보건 2019 01_내지 0107.indd   38 2019-01-07   오후 5:33:50



2017년 6월 말 기준 질병 재해자수는 전년도 동기 재해자수보다 증가하였다.

업무상 질병자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장의 재해 예방 대책, 지원, 지도 등을 해야할 것이다

임성국

대한산업보건협회 

환경위생팀 선임대리

서론

2016년 초 인천의 휴대전화 부품 생산을 위해 알루미늄 CNC 가공작업을 하

는 사업장에서 메탄올(메틸알코올) 중독사고가 발생하였다(Ryu et al., 2016). 메

탄올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등을 생산하는데 쓰이며 바니쉬(Varnish), 시너

(Thinner), 플라스틱, 잉크, 염료, 자동차 워셔액 등에 중요한 성분으로 포함된다

(이근탁 등, 2017). 메탄올에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며, 

특히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

다(WHO, 1997).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99.9%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사업장 내 메탄올 농도는 1,030.1~2,220.5ppm(8-hour 

Time Weight Average, TWA 200ppm; Short Time Exposure Limits, 

STEL 250ppm)이었으며, 국소배기장치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개인보호구 

조차 지급되지 않았다(Choi et al., 2017; Ryu et al., 2016). 메탄올 중독 사례는 

1960년 이전에도 매우 드물었고 그 뒤에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메탄올 흡입 중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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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실명사고가 2016년 한국에서 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형적인 후진

국형 직업 중독사고라고 할 수 있다(이근탁 등, 2017; 박정선 등, 2016).

2006년 업무상 질병자수(업무상 질병 요양자수+업무상 질병 사망자수)는 

10,235명에서 2010년 7,803명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7,876명으로 2010년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2017년 6월 말 기준 질병 재해자수는 4,272

명으로 전년도 동기 재해자수(3,646명)보다 17.2%로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이에 업무상 질병자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장의 재해 예방 대

책, 지원, 지도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해요인 확인,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위험성(Risk)

은 유해인자의 유해성(Hazard)과 노출(Exposure)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Tait, 1992; Topping et al., 1998). 유해성은 어떤 유해인자의 노출량, 사

용량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흡입, 섭취 또는 피부 등을 통해서 인체에 흡수될 

때 나타나는 급성 또는 만성 장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범위, 정도 

특성 등을 의미한다. 

노출은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노동자가 접촉하여 유입되는 것

이며, 노출가능성, 노출기간, 노출빈도, 노출 강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하

권철 등, 2008). 사업장에서는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 그 자체와 노

출과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하여 유해인자별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를 할 수 있다. 

독성이나 유해성이 크다고 반드시 위험성이 큰 것은 아니며, 이것은 노출

이 있어야 위험성이 있음을 나타낸다(Topping et al., 1998).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관리(Risk management)의 첫 단계로 여러 유해인자의 위험을 정량

적(혹은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Haimes, 2015).

현재 우리나라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작업환경

유해요인 확인,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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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17).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2002년 이후 

국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전산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하여 현재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작

업환경측정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사본

을 문서로 이관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한 관계로 원자료

의 입수와 관리에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안전보건

공단 K2B(KOSHA to Business service)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

로 측정자료가 입력되고 있어 현장의 측정결과가 신뢰성 있는 자료로 지속적

으로 축적되어오고 있다(장재길 등,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업종별 발생 가능한 유해인자, 노출수준 등을 고려

한 업종별 위험도 예측과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는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종

의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할 수 있

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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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 정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 지정측정기관 172개(2017년 

3월 기준) 중 15개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된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수는 

120,195개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0,308개 사업장으로 약 8.6%를 차지하

였다(안전보건공단, 2014). 2014년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의 수는 

89,440개소(상반기 46,470개소/하반기 42,970개소)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측정사업장 수는 22,762개소(상반기 11,685개소/하반기 11,077개소)로 

약 25.5%를 차지하였다(고용노동백서, 2016). 

우리나라 전체 지정측정기관 중 일부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된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8.6%,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의 25.5%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유해인자 노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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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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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4

2014

89,440

8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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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number of workplace conducted work environment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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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2,762개소(상반기 11,685개소/하반기 11,077개소), 2015년 

22,687개소(상반기 11,760개소/하반기 10,927개소), 2016년 22,773개소

(상반기 11,514개소/하반기 11,259개소)로 총 68,222개소에서 1,550,562개 

유해인자를 측정하였다. 전체 자료 중 자료 분석을 위해 동일 사업장의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제외한 중복자료의 경우 제외하였다. 

중복을 제외한 결과 18,941개 사업장, 262종의 유해인자 424,463개의 자

료가 추출되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 물질인 

화학적 인자를 추출하기 위해 분진과 물리적 인자는 제외하였다. 최종 활용된 

자료는 14,975개 사업장에서 199종의 301,419개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위험성 평가 방법

2014~2016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은 미국산업

위생학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에서 제

시한 컨트롤 밴딩 분석에 관한 지침(Guidance for conducting control 

Year Industry(N) Substance(N) Exposure data(N)

2014

First half 11,685 253 251,763

Second half 11,077 244 236,167

Total 15,042 257 487,930

2015

First half 11,760 252 282,473

Second half 10,927 238 244,820

Total 14.748 254 527,293

2016

First half 11,514 241 277,071

Second half 11,259 246 258,268

Total 14,904 251 535,339

Deduplication

(Industry and substance)
18,941 262 424,463

Total† 14,975 199 301,419

† Number of deduplicated industry and selected of chemical agent

<표 1> Framework of data refinement proces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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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ng analyses) 중 홀마크 위험성 평가(Hallmark risk assessment) 

방법을 이용하였다(AIHA, 2007).

1. 유해인자의 유해성 등급 산정

유해성 등급(Hazard Rating, HR)의 산정은 화학적 인자별 노출기준, 독

성정보, 인화점을 토대로 1, 2, 3, 4, 6등급으로 구분된다(AIHA, 2007). 화

학적 인자의 노출기준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41호)로 제시하고 있

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을 적용하였고, 독성정보와 인화점에 

대한 정보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문헌고찰을 통해 적용하였다. 

AIHA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성 등급은 아래 <표 2>와 같다. 

2. 취급시간 등급

업종별 화학물질을 취급 시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다르다. 취급에 따른 노

출시간의 차이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홀마크 방법에

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분/일, 시간/주, 일/월, 일/년 등으로 취급시간 등급

<표 2> Hazard rating and descriptions 

Hazard 

rating
Rating description

1

Negligible : Essentially non-irritating or mild skin/eye/lung irritation, even with 

multiple exposure. Products labeled non-reactive or non-toxic. 

Flash point > 200 ℉. Exposure limit of > 500ppm or 5 ㎎/㎥.

2

Minor : Reversible but harmful or irritating effects to skin/eyes/lungs from a 

single exposure event. Vapors causing dizziness/drowsiness. Products labeled 

combustible. Exposure limit from 250∼500ppm or 2.5∼4.9 ㎎/㎥.

3

Moderate : Irreversible or harmful effects on a single exposure. Includes strong 

corrosives, severely irritating, simple asphyxiants, skin absorptive. 

Flash points 100∼250 ℉. Exposure limits of 50∼249ppm or 1.0∼2.5 ㎎/㎥.

4

Major : Known and suspect animal carcinogens, skin sensitization/reactions, 

chemical asphyxiants, reproductive hazards, harm to breast-fed babies. 

Flash points 20∼100 ℉. Exposure limits of 10∼49ppm or 0.1∼0.9 ㎎/㎥.

6

Extreme : Known and suspect human carcinogens, asthma, damage to fetus, 

genetic damage, very toxic upon a single exposure,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Flash points < 20 ℉. Exposure limits of < 10ppm or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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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of Use Rating, DUR)은 1~5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자료 중 노출시간을 활용하였으며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 

식(1)과 같다(AIHA, 2007).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6시간일 경우, DUR값은 4등급이 된다. 

3. 위험가능성 등급

측정 농도를 바탕으로 홀마크 위험성 평가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위

험가능성 등급(Risk Probability Rating, RPR)을 결정한다(AIHA, 2007). 

노출수준은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각 등급의 구분은 노출기준의 10% 

미만일 경우 1등급, 노출기준의 50% 미만일 경우 2등급, 노출기준 미만일 경

우 3등급, 노출기준 초과일 경우 4등급으로 하였다. 

위험가능성 0등급은 7개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시료가 불검출 이하일 경우, 

1등급은 7개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시료가 노출기준의 10% 미만, 2등급은 7개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시료가 노출기준의 50% 미만, 3등급은 하나의 시료라도 

노출기준의 50% 이상이나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6등급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시료가 노출기준의 50% 이상이거나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

우, 10등급은 하나의 시료라도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AIHA, 2007).

(        )DUR = 1 + = 1 + 3 = 44×
360(분)

480(분)

(            )

(           )

DUR = 1 +

= 1 +

4×

4×

근무시간

최대노출가능시간

근무시간(분)

480(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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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값

위험값(Danger Value, DV)은 노동자가 유해인자를 취급하였을 때 위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험값은 각 유해인자의 유해성 등급(HR), 취급시간 

등급(DUR), 위험가능성 등급(RPR)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산출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산출식에서 분모의 300은 모든 등급의 곱한 값의 최댓값이다

(AIHA, 2007).

5. 컨트롤 밴딩 

위험성 관리는 일반 환기와 같은 단순한 대책 기술을 화학물질의 컨트롤 

밴딩(Control banding)에 적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컨트롤 밴딩은 직업적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

는 과정이고,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을 때 적용하는 도구이다(AIHA, 2007). 

유해성 등급(HR), 위험가능성 등급(RPR), 취급시간등급(DUR)을 토대로 계

산된 위험값(DV)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여기서, DV = danger value

 DUR = duration of use rating

 RPR = risk probability rating

(           )DUR = ×100
HR×DUR×RPR

300
⋯ (2)

<표 3> Risk probability description according to risk probability rating

Risk 

probability 

rating

Risk probability description

0 All seven or more samples are “non-detect”or “below detection limits”

1 All seven or more samples indicate every exposure < 10% of exposure limit

2 All seven or more samples indicate every exposure < 50% of exposure limit

3 One sample was > 50% of exposure limit, but none exceeded exposure limit

6 Two or more samples > 50% of exposure limit, but none exceeded exposure limit

10 One or more samples exceeded exposur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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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대상 사업장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업종은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1,351개소, 9.0%)이었으며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950개소, 6.3%),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33999)」(911개소, 

6.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610개소, 4.1%)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의 경우 121개의 유해인자가 발생하

였으며, 그 중 유기화합물 65개(53.7%), 금속류 36개(29.8%), 산 및 알칼리류 

12개(9.9%), 가스상태물질류 7개(5.8%), 금속가공유 1개(0.8%)이었다. 

2014~2016년까지 측정을 실시한 화학적 인자의 종류는 199종이었으며 

각 독성정보, 인화점, 노출기준 중 가장 높은 유해성을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급으로 산정하였다. 유해성 등급별 유해인자수는 6등급이 111개(55.8%)로 

가장 많았으며, 4등급 57개(28.6%), 3등급 16개(8.0%)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의 경우 스티렌과 6가 크롬 화합

물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각각 1건과 2건으로 위험가능성 등급이 10

이었으며, 금속가공유·망간과 그 무기화합물·산화철(흄)등은 노출기준의 

50%를 초과한 건수가 2건 이상이므로 위험가능성 등급 6이었다. 

<표 4>   Control banding descriptions by classification control banding rating and danger 
value

Control 

banding

Danger 

value
Control banding description

1 0∼24

Use appropriate hygiene , follow recommended work practices,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exposure monitoring 

recommended. 

2 25∼49

Follow control banding 1 recommendations plus use engineering 

controls(e.g. local exhaust ventilation) or regular equipment 

maintenance to reduce exposures. Exposure monitoring required.

3 50∼74

Investigate alternative products, equipment, or processes. If infeasible, 

follow control banding 2 recommendations plus use process/product 

containment. Exposure monitoring required.

4 75∼100
Immediately suspend product/process and consult with industrial 

hygiene professional.

유해성 등급별 

유해인자수는 

6등급이 가장 

많았으며, 

4등급 , 3등급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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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밴딩 단계별 업종과 유해인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4단계로 분류

된 9개 업종이었으며, 그 중 「축전지 제조업(28202)」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의 납 및 그 무기화합물과 트리클로로

에틸렌,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의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불

용성6가크롬화합물),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의 톨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기타 1차 비

철금속 제조업(24290)」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의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

련 및 합금 제조업(24219)」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3)」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22250)」

의 메틸렌디(비스)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이 각각 위험값 100으로 4단계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결과 컨트롤 밴딩 4단계로 분류된 9개 업종과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위험 업

종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위험 업종 예측뿐만 아니라 

업종별 공정별 위험도, 직무노출매트릭스 등 직업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여러 가지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보건분야에서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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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한다면 노동자의 노출관리, 작업환경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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