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으로 만나는 
산업보건

본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책과 현장에 

밝은 저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이론을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소개한 책이다. 책의 제

목이 『안전관리론』이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안전은 보건과 대비되는 좁은 의미의 안전이 

아니라 보건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안전관리론』은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

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론적’ 내용

과,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

무적인’ 내용 양쪽을 커버하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서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

적인 지식과 방안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인리히는 일찍이 “산업재해 예방은 과학이

자 예술(Accident prevention is both science 

and art)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안전보건관리

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

라에서 안전보건관리는 학문으로 정착되어 있

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게다가 안전보

건관리의 학문적 저변도 매우 좁은 상태이다. 

안전보건관리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

안전보건법이 학문적 기초 위에서 개정되기보

다는 여론에 떠밀려 주먹구구식으로 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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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 모

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보건이라고 하면 기

술적·공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안

전보건기술(공학)을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

는 안전보건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

어 왔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이론적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

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라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하

고 말하지만,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의 중요성과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정책담당자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안

전관리를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

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현장 안전보건종사자들로

부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이 너무 부족하

며,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은 더더욱 부족하다’는 이야

기를 많이 들어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필자는 안전보

건관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자

괴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보건관리에 관

한 좋은 책을 꼭 써야겠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곤 하였다고 한다.  

본서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초적이고 중요

한 이론과 아직 우리나라에 널리 소개되지 않

은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걸

쳐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안전·

보건관리를 공부하는 학생,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전문기관 종

사자,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이 있는 경영진 등

이 안전보건관리 이론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명 이 책이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의 길라

잡이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안전보건관

리를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안전보건관리에 대

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특히 전

문적이고 시야가 넓은 안전보건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께는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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