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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韓國經j썩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나 그 反面에 뚫業社會에 있어서의 …害와 職業

病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動勞者의 健많이 합害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서운 

* 서 울大學校 環혈大學院 (都nr 및 地域計劃學科) 第 2 回 추業 (19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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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害를 뚫發하여 國民保健에까지 커다관 威협을 加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鍵山地帶를 비롯한 많은 生塵業體에서 크고 작은 E훌業~害커 엣 

갚아 일 어 나고 있고 最近에 는 龍山의 某 零細「스링퍼 」工場에 서 10代少年工의 神經聯博뾰狀 

’이 集團的으로 發生하여 크게 物議를 일으킨 바 있으며1) 1973年中 만도 59， 367名의 動勞者

가 …害를 당함으로써 4， 368， 090 ， 297원의 겉활~補慣金이 支給되 었는데 2) 이로 인한 間接的인 

f員失까지 폭함하면 그 經濟的 握失은 졸百憶원을 훨씬 上행할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 

따라셔 이와 같은 狀態릎 放置한다는 것흔 人間尊重이라는 面에서 問題가 필 뿐 아니라 

生뚫잖의 向上과 j奎業發展面에 서 도 커 다관 但害慶因이 띈다는 事實을 도외 시 할 수 없는 것 

이다. 

물본 意識的으로 動勞者의 健짧을 書치며 不快感을 가져오는 作業環境을 마련하려는 企

業家는 없겠지만 現實的으로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는 것은 첫째， 그와 같은 環境改善이 經

i양f的 負擔이 두1 따라야 한다는 點과3) 둘째 로는 요랜 傳統이 나 慣習에 서 오는 無關心과 放

置라는 便宜寫主의 思考方式 그리고 셋째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開짧途上國家에서는 勞

헬l市場이 不完全하여 大部分의 動勞者들이 失業을 두려워 한 나머지 企業主에게 環境改善

을 강력 히 主張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과4) ， 넷째는 動勞者 自身의 知識水準이 낮기 때문에 

自己가 處한 作業環境에 대하여 問題意識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點5) 등을 原因으로 둘 

수 있다. 

그러 나 만일 企業家들이 作業環境條件의 改善이 단순히 %害와 職業病을 防止하는 消、極

的인 效果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勞使協調를 增進하고 生逢性을 向上시키며 品質을 改

善한다는 보다 積極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다는 事實을 認識한다면 우리 나라의 作業環境條

f牛은 現在보다 훨씬 發展된 狀態로 改善되지 않을가 생각된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 昭究에서는 動勞者에게 肉體的오로·나 精神的으로 有害한 環境條件을 

分析 究明하여 주로 物理的 • 化學的 測面에서의 基本原理와 現實的인 合理性에의 接近方法

을 찾아내는데 力點을 두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直接的3로는 塵業었害와職業病으로부터의 動勞者保護와 經濟的 *員失:

을 막는데 이바지하고， 間接的￡로는 生塵뾰의 向上과 品質管理改善에 奇與하며， 나아가서 

는 오늘날 A類의 危機意識을 極度로 刺핸하고 있는 環境問題를 解決하는데 多少나마 도움 

이 되었ξ면 한다. 

(1) 경 향신 문 1974年 6月 28 日字.
(2) 勞動廳， 人力開發官室. r勞動資料J. 勞動， 第8卷 第3號(1974年 8月) p.88 參照、.
(3) Matthew Edel. Economies aηd the Environment. Englewood-Clìffs: Prentice-Hall. 1973. p.80參照
(4) Ibid. pp.81-82. 參照.
(5) 金炯國. r國家地域政策의 目標價f直J. 都市問題， 第9卷 第5號 (1974年 5月) p. 70.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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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맑究의 對찮 

흔히 複合搬念 o 로서의 環境(environment)의 효味를 “A間과 環境(man and his environ 

ment)'’이 라는 前提 밑에 A間과 環境을 서로 對等한， 水2f的인， 흑은 內部的인 關係로보 

는 경우와 이와는 相對的a로 童直的인 階層的인 흑은 外部的인 關係로 보는 경우의 두가 

지로 區分6)하고 있거니와 本 맑究에서는 第2章에서 作業環;境의 觀念을 規定하는 등시에 作

業環境과 A間 즉 動勞者와의 關係를 水平的 또는 華直的인 面에서 檢討하여 그것이 動勞

者와 企業 그리고 社會에 미치는 影響 등을 對象으로 究明키로 하였다. 

그리고 第3章에서는 有害한 作業環境이란 어떠한 狀態인가를 作業環境훨素로서의 物理的

및 化學的 諸훨因을 擺念 .A體에 대 한 有害作用 및 許容基準을 中心무로 考察해 보고 第4혈 

에 서 는 우리 나라의 作業環境實態를 分析하고 f려題點을 抽出하여 合理的인 接近方法을 操索

하고 第5章에서는 作業環境管理制度 및 管理機/構를 살펴보고 第6章에서 우리 나라 作業環

境上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을 考察해 보고 結論을 맺기로 하였다. 

第 3 節 맑究의 方法

事業場內의 作業環境에 관한 昭究는 우리나라에서는 물폰 先進國家에서도 그 歷史가 극 

히 짧다. 

우리나라에서는 保社部勞動廳、에서 이 分野에 관하여 每年 계속적인 調훌와 行政的인 對

策을 맑究하고 있으며 또한 「카폴릭」 醫科大學內에 있는 塵業醫學陽究所와 大韓홉業保健協 

會와 같은 昭究機關에서 주로 많은 調훌와 핍究를 하고 있다. 

本 論文의 作成을 위 해 서 可能하면 直接 現地調훌를 통해 줬料를 수접 하여 딩주充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러자면 막대한 費用과 時間 그리고 專門的인 技術이 愛請될 뿐 

만아니라 또 個A的인 能力으로 얼마나 技術的으로 正確히 調훌할 수 있느냐하는 問題點이 

았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우선 信잖性이 있다고 멍、料되는 勞動廳과 「카툴릭」 醫科大學內

의塵業醫學없究所 및 大韓題業保健協會에서 現地調훌한 最近의 資料를 基鍵로하여 寶態分

ifr을 하였고 作業環境과 I調聯있는 一般理論과 制度面에 있어서의 맑究는 國內外의 各穩 文

默과 權hl짜있는 몫{究機關에서 發表한 맑究論文을 參考로 하였다. 

第 2 章 作業環境의 搬念과 그 影響

第 1 節 作業環境의 搬念

都市의 空間은 그 機能面에서 콸 때 4가지로 構成되는 바7) 第l空間인 生活뿔間과 第2~

間인 生塵勞動J@間， 第3空間인 }싣樂空間 그리고 이상의 3가지 空間活動을 連結시키고 돕는 

補助空間으로서의 第4空間이 그것이 다. 

(6) 盧隆熙， r環境論序說J ， 環境論盡， 第1卷， 第l號 (1 974年 6Jl), p. 3. 
(7) 黃鍵周， 都市計뽑:U論， 서 울， 普文出版社， 1973. pp. 18-19. 



勳勞者 作業環境에 關한 맑究 201 

이려한 空間活動中 그 環培的인 測面에서 가장 問題되는 것은 第 1 空間과 第 2 空間環境

즉 生活環境과 生塵勞動環境이라고 하겠는데 本 論文에서 다루고자 하는 作業環境은 이 중 

에 서 第 2 空間環境이 라고 할 수 있는 生塵勞動環境， 그중에 서 도 특히 事業場內의 生盧勞歡1

環찮에 속한다고 하겠다. 

環境의 擺念이 學者에 따라 또는 이 問題와 관련있는 學問의 必要性에 따라 여러가지로 

定義되 고 있듯이 8) 11'業環境의 경 우에 도 그 業種 즉 作業의 性格 設備등에 따라 物理的 化

學的 그리고 生物學的으로 構成몇素와 關聯變數가 각각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擺念을 -義

的￡로 定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1'業環境이 라 하면 우선 物理的 環境 이 외 에 도 動勞者의 健康과 作業能率에 직 점 간접 으 

로 크게 影響을 미치는 作業方法， 勞動時間， 休息時間 등도 하나의 環境要素로 볼 수 있으 

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經營學에서 말하는 動勞者 相互間의 人間關係도 作業의 成果에미 

치는 影響度로 보아 중요한 하나의 作業環境慶因으로 보기도 한다 9) 

그러나 作業環境의 搬念에 λ、間的 心理的 要因까지 포함시킨다면 지나치게 包括的이어서 

本質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作業環境의 擺念이 오히 려 모호해질 念慮가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作業環境을 作業場內의 機械·設備 기타 化學藥品의 使用 등 모든 

生盧活動過程에서 動勞者가 身體的 安全性(safety)과 健康性(health)과 能率性(effìciency)

그리고 快適住(comfort)을 維持할 수 있는 物理的， 化學的， 生理的， 環境條件을 A間工學

내지 生態學的 見地에서 본 作業場의 狀態로 보고자 한다. 

第 2 節 作業環境條件과 그 影響:省略

第 3 章 有害作業環境條件에 관한 I般的 考察 : 省略

第 4 章 韓國作業環境의 實態分析

第 1 節 作業環壞의 寶態

本節에서는 우리 나라의 作業環境點檢實態를 行政當局과 各 맑究機關의 調훌資料를 中心 o

로 分析하고 %害와 購業病의 關聯훨因을 찾아냄 o 로써 앞 o 로 作業環境改善方案을 模索하 

는데 이 바지 하고저 한다. 

勞動廳이 1973年 1月 l 日부터 12月 31 日까지 動勞者 16人이상 49A까지를 使用하는 製造

業體와 市場商衝 등 零細業體를 對象으로 調훌한 有害 • 危險環境實態를 보면 總點檢事業場

2， 132個所中 91. 1%에 해당하는 1, 943個所가 施設未備 또는 有害 • 危險事業場임이 밝혀졌 

무며 이 들 事業場에 서 主쩔機械의 安全裝置， 電氣設備， 購音， 給塵， 照度， 有害「개 스」 등 

(8) 盧隆熙， 前觸書. p.3. 

(9) 尾關守編， 安全管理， 日 本@經營 Vol. 3. 東京， 日 本生옳性本部. 1959.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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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25件에 달하는 有害危險홈因을 發見하였 다고 한다이 

同點檢에 의 하면 作業環境이 비 교적 良好한 事業場은 全體의 8.9%에 해 당하는 189個所

뿐이 었는데 , 14 ， 025件의 有害 • 危險-몇因中 安全裝置， 電氣設備， 通路 및 作業J5R面 등 有害

危險施設分野가 45.2%인 6 ， 333件이 었으며 짧흡， 뼈塵， 採光 및 照度， 有害캐 스 및 熱氣

등 有害危險環境分野가 54.8%인 7， 692件이었다. 

이것을 有害危險몇因別，:f:ili域였1]， π 塵業別 및 뿔:業場規模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有害危險횟因別 實態

(1) 有害危險施設

有害危險施設은 總 14， 025件의 有害危險몇因中 6， 333件인데 이것을 좀더 貝麗的j즈로 考

察해 보면 主몇機械安全裝置缺如가 29.4%에 해당하는 1 ， 865件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原

動機 및 動力傳導裝置의 不備로서 27.4%에 해당하는 1 ， 736件， 電氣設備의 不備가 1, 367件

(21. 6%) , 通路 및 作業皮面의 不完全한 것이 1, 140件(18%) ， 火%爆發裝置의 缺웹 215件

(3.4%) , 樹壞 및 下落防止施設不備가 10件(0.2%)의 順으로 되어 있다 11) 

이 상의 結果에 서 알 수 있듯이 主愛機械安全裝置 原動機 및 動力傳導裝置의 未備가 全體

의 半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通路 및 作業皮面의 缺F염을 합치연 거의 4分의 3에 이 

르고 있어 짜害率을 減少시키기 위해서는 이 分野의 安全施設 려〈善이 時急함을 보여주고 

있다. 

(2) 有害危險環짧 

有害危險環境分野는 H， 025件의 有害j다險훨因中 54.8%인 7， 692件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좀 더 貝體的a로 考察해 보면， 作業場의 有홈因子가 許容基準을 超過하는 件數는 비교적 

적 으나 保護貝 備置狀態는 不良하여 總、 7， 692件의 有害危險環境몇因中에 58.2%해 당하는 

4， 474件에 달하고 있아 保護具에 대한 使用者와 勳勞者의 認識이 지나치게 爾평함을 말하 

여 주고 있다 12) 

2. 業種別 有좁因子 폈出寶態 

勞動廳이 1972年에 點檢한 14個 製造業種의 有害因子 許用灌度 超過率을 보떤 最껄39. 7% 

에서 最高 68.2% 平均 .19.'1%의 &필過率을 나다내고 있다. 

超過率이 높은 業種으로는 고무製品製造業의 68.2% , 製材 및 木材製品製造業 60% , 土

石 및 유리製品製進業 58.3% , 印剛出版 및 同類似業 58.2% , 金屬製品製造業 57.9% , 機

械製造業 55.3% , 皮單製品製造業 50.6%의 順이 며 , 가장 낮은 것으로는 製紙類製造業의 

39.7% , 化學製品製造業 44.0% , 電氣機械器貝製造業 44.1% , 精密機械製造業 45.2% , 食

(10) 勞動廳， 作業環境Q):善實績評價報告휩. 1973. p. 15. 
(11) 上據書. pp. 19-20. 
(12) 上觸書. p. 22.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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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品製造業 45.5% , 鐵維製品製造業의 46.4%이 다 13) 

3. 地域別 有害因子 檢出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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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廳에서 1973年度에 點檢한 總 2， 132個事業場의 有害危險要因을 地域別로 比較하면， 

대체로 零細企業이 密集되어 있는 서울中部와 옳山은 거의 全部가 有害危險훨因을 內包하 

고 있고， 서울東部가 비교적 良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地域別 點檢事業場과 安全保健施設이 不備된 事業場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1) 地域別 有害危險事業場寶態(1973年度)

地域別 | 點檢事業 | 不良事業 { 不良比率 I! 캡 域 別 | 뽕&檢事業 | 不良事業 | 죠良比쑥 | 場數(l) 1 場數(B) I (용 x 100) 11 ~ ~ 2U I 場數(A) 1 場數(B) | (A × 1OU/ 

서 울中部 | 잃1 286 100 忠 南 111 102 92 

서 울東部 337 251 75 全 北 37 37 100 

서 울南部 006 001 ~ 全 南 100 W Th 

쏠 山 417 417 100 慶 北 278 226 81 

京 짧 222 220 99 慶 南 69 60 87 
江 原 21 21 100 濟 州 10 9 90 

忠 北 l 33 33 100 全 國 2132 1943 91 

資料 : 勞動廳， 作業環援改善實績評價報告뿔. 1973. p. 17. 

4. 事業場規模別 有害因子 檢出實態

1972年度中 111個 事業場을 對象으로 勞動廳。1 檢出한 1， 350件中 有害因子의 許用基準超

過件數는 667件으로서 超過率은 49.4%인 바 이 것을 規模別로 보면 16名 이 상 49名까지 의 

小規模事業場이 超過率 56.4%로서 가장 높고 500名 이 상의 大規模事業場이 43.9%로서 가 

장 낮다. 

그중 化學的 有害因子를 보면 200名 이상 499名까지의 事業場의 超過率이 54.2%로서 가 

장 높고 16名 이 상 49名까지 의 事業場은 33.3%로서 가장 낮다J 

그리고 物理的 有害因子로는 16名에서 49名까지의 事業場이 59.3%로서 가장 높고， 500 

〈表 4-2) 事業場規模別 有害因子 檢出狀況(1972年度)

1t용어 右종1명子 썽쩔的 有총因子 I"é~~ 등1 

"“ v、
號|뽑훌 f超過率 鍵|뽑뚫 l超過率 變 l 훨짧 

16"-'49 (名) 71 33.3 167 1( 

50"'99 211 18.9 27 141 51. 9 172 851 49. 41 199 

100"'199 32! 28.8 46 161 3.84 329 1621 49.21 376 1~ 

200"'499 24! 21. 6 48 26 54.2 327 1651 50.51 375 1! 

500 111 10.0 36 131 36.1 176 801 45. 51 212 ‘ 
1111 100.0 178 76 42.7 1171 5911 50.51 1350 61 

資料 : 勞動廳， 有害作業環境調호結果報告書. 1973. p. 51. 

(13) 勞動廳， 有害作業環境調호結果報告書. 1973. p. 1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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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 。1 상 事:業場이 43.9%로서 제 일 낮다. 

이 것 을 좀더 貝體的으로 表示하면 表 <4-2>와 같다. 

第 2 節 핏홈職業病發生面에서 본 作業覆境

1. 各種찌害와 原因分析

(1) 싫害狀況 

環 뚫 論 홉쫓 

1973年中에 發生한 핏害는 58， 485f牛에 ~害者數가 59， 367名 이 며 이 에 따른 建핏保險給與 

愁이 43억 6천 8백 9만 2백 97원에 달하였는 바， 이에 따른 問接的 握失까지 섬펴경칭하면 200 

隱원을 훨씬 上평하는14) 經濟的 握失을 업었을 것으로 推짧된다 15) 

1U흉業別 ~害

1973年度의 옳業淡害를 延千人率16)로 對比해보면 다음과 같다. 

〈表 4-3) 훌業別 淡害率

쫓웰l느」 延千A率 11 塵業別 | 한스率 :1 ‘ 塵業別 l 延千A쫓 훌業別」환행 
짧 業 129.01 建 設 業 337.9 11 商 業 2.45 서어비스業 3.31 

製 造 業 29.05 I 電氣개스業 6.56 IJ 運輸保管業 • 58.46 

資料 : 勞動廳， jj홍業~害狀況報告 1974, p. 2. 

이것을 分析해 보면 鍵業에서 가장 많은 %害가 發生하였고 그 다음은 運輸保管業， 建設

業， 製造業의 順으로 적어지고 있으며가장 적은 것은 商業이고 서어비스業과 電氣「개스」 

業도 …害率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썼害程度別 事業體 現況

1973年中의 ~害程度別 事業體數를 갖필千人率로 살펴 보면 다음 〈表4-4>와 같이 無핏害가 

壓꽃IJ的ξL로 많아 4， 544個所。1 며 다음은 짜害程度가 높을수록 해당 事業體數가 많아점으로 

써 었害의 大型化碩向을 나다내고 있다. 

〈表 4-4) 찌害程度別事業題 現況(1973年度)

延千人率 事業體數 延"fÁ率
-----←i‘-~ 

l 事業體數 延千A率 事業體數

0 4, 544 11'""15 261 31'""50 557 
1^'5 145 16'""20 269 51'""100 708 
6^'10 230 21'""30 445 100 772 

資料 : 勞動廳， B흉業~害狀l兄報告， 1974, p. 4. 

(14) 1972年에는 8일이상 作業올 요하는 옳業잊害가 總 45， 032件이 발생함으로써 모두 46， 603名의 動
勞者가 ~害를 업었고 그로 인한 勞動力의 喪失日數는 10， 763， 908日이며 34억 5천 6백만원의 直
接揚失(各種補慣金支給)과 138억 2천 4백만원의 間接擔失등 總 172억 8천만원에 달하는 經濟的
擔失을 입었다고 한다(勞動廳， 1972年度 塵業%害分析報告書， 1973, p. 3.) 

(15) 勞動廳A力開發官室. r勞動資料J. 勞動 第8卷 第3號(1974年 8月 )p. 88. 參照.
채해자수 

(1 6) 延千人率= 연평율근로자수 x 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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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業別 規模別 효흘業J5<害 

1973年度 上半期(1月 1 日 "'6月 30 日)에 發生한 썼害頻度를 事業場의 規模別로 比較해 보 

면， 대체로 業體의 規模가작고 施設이 食弱한 事業場얼 수록 J5<害率이 높고 廣爛規模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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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企業 일수록 낮은 淡害를 보여주고 있음을 얄 수 있다. 이것을 具體的a로 나다내면 다 

음의 〈表 4-5)와 같다. 

〈表 4-5) 事業場規模別 옳業~害現況 

規 模 別 | 淡害發生件數 l 千 A 率 11 規 模 別 I~害發生件數 l 千 A 率
16rv49~ 47 0.34 200r、'499

50rv99~ 48 0.32 500rv 999 
100rv199~ 43 0.31 1 ， 000~이 상 

資料 : 勞動廳， 1973年度 上半期重大X훔分析報告뿔， p. 12. 

@:11!!域別 塵業%害

J5<害가 가장 많이 발생한 地域은 서윷， 쏠山， 京幾， 江原， 慶北地域언 바， 이것을 훌훌購 

m
ω
 
%
ω
 
% 

nv 

nU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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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員數에 대 한 찌害率로 불 째 大規模 製造業이 많은 서울 • 京驚地域보다 鍵業。l 많은 江

原， 忠北， 慶北地域이 높은 淡害率을 나타내 고 있다 17) 

(2) J5<害의 原因分析

勞動廳이 調훌한 重大짜害의 原因을 보면 動勞者의 不安全行홈에 의한 것이 49.5%，事業

場의 機械器貝 및 施設의 不備에 의 한 것이 22.9%, 藍督不充分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害

는 10.7% , 기 다가 16.9% 등￡로 되 어 있는데 18) 이 것은 動勞者는 經營主가 마련한 作業環境

條件下에서 그 指揮 • 藍寶을 받아가며 制約된 生塵活動을 하게 된다는 點에서 大部分의 ~ 

害原困을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보고 있는 最近의 國際趣勢와는 相願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들 淡害原因을 作業場의 不安全 狀態와 動勞者의 不安全行動으로 區分하여 보 

면 表(4-6) 및 〈表4-7)과 같다. 

〈表 4-6) ~害原困中 不安全狀態(1973.1.1rv6.30)

區 分 I 件 數 I~ 員|百分比 0 區 分 l 件 數|人 員 l 百分比
作業過程의危險 119 127 45.6! 照明不適當 3 3 0.9 
關聯物缺짧 40 67 15.3 溫·灌度不適當 1 1 0.3 
保護拖設缺隔 39 41 19.9 훌훌 音 過 多 1 1 0.3 
警JJl(;區域未設置 24 24 9.2 不安全足場 2 2 0.6 
加害物配列缺階 11 12 4.2 其 他 17 17 7.4 
排氣不適當 4 4 1. 3 計 261 299 100.0 

寶料 : 勞動廳， 1973年度 上半期重大X害分析報告書， p. 15. 

(17) 勞動廳， 1973年度 上半期重大X害分析報告書， p. 11. 
(18) 上獨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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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權限없이행한操作 

不安全裝置使用

不安全速度操作

〈表 4-7> ~害原困中不安全行動(1973.1.1 rv6.30)

區 分 區 分

表를 살펴 보면 作業場이 不安全하여 발생되는 淡害中 作業過程이 위험하여 발생되는 淡

害가 45.6로서 거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注目할 일이며， 使用者의 無責任性을j 말해주 

고 있다. 

한펀 不安全行動에 의한 싫害原因中 權限없이 행한 操作과 不安全裝置使用이 50%를 차 

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上部의 命令이나 指示가 下部에서 찰 複行되지 않거나 動勞者에 대 

한 安全敎育이 不充分한데 原因이 있다고 본다. 

2. 各種 職業病과 原因分析

勞動廳이 大韓塵業保健協會 示範地域盧業保健 「서 어 비 스센터 」를 통하여 1973年 4月부터 

12月 까지 서울 永登浦工業團地內 65個事業場의 作業環境을 調훌한 바에 따르면 有害作業環

境으로 判明된 部暑의 動勞者 1， 572名에 대하여 特珠健康該斷을 實施한 結果 有所見者數는 

212名으로서 13.5%의 有所見率을 나타내고 있다 19) 

이것을 業種別훨因別로 그 分布를 보면 다음과 같다. 

@ 業種別 職業뾰됐病의 分布

各 業種別 有所見率을 보면 〈表 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電氣器貝製造業이 全體의 21. 2 

%로서 가장 높았고 食料品製造業의 9.9%가 가장 낮았다. 

〈表 4-8> 業種別 훨1勞者의 職業jg: 族病率

業 種 別 |受檢者數{ 춰所見 |有所見率I1 業 種 別 l受檢者數l 有所見 l有所見率IX- 'IAA"" ""'1 者 數 1'''' '" -""9" 11 "'" 'l.æ IJ'J 1x-'lAA"" ""1 者 數 l

食料品製造業 21 9.91 輸送機械製造業 169 18.9 
化學製品製造業 25 11. 3 電氣器具製造業 52 11 21. 2 
織維및衣服業製造業 238 28 11. 8 印 옮IJ 業 40 4 10.0 
고우製品製造業 37 6 16.2 其 他 197 22 11. 2 
金屬製品製造業 384 60 15.6 計 1, 572 212 13.5 
精密機械製造業 21 3 14.3 

資料 : 大韓훌業保健協會示範地域옳業保健 「서어비스센터 J ， 業績報告， 1973, p. 25. 

@ 훨因別 職業{生맺病의 分布

職業性찾病의 有所見率은 業種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性別， 觀音水準 또는 灌度別， 動續

(19) 大韓옳業保健協會 示統地域歷業保健 「시 어 비 스서1 타 " 業績웹뿜. 1973.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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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數別， 年觀別 몇因에 따라 크게 差異가 있다. 

가) 購音性 難聽

購륨作業場의 平均有所見率 16.5%中 業種別로는 고무觀品製造業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이 輸送機械製造業의 30.8%이었￡며， 印剛業은 한사람도 없었고 化學製品製造業은 4% 

로 나타났다. 

性別로 본 有所見率은 男子 17.9% , 女子 13.4%로 男子動勞者가 女子動勞者보다 높은 羅

愚率을 보여주었고 鍵룹水準別로 보면20) 90dB (A) 이하는 13.9% , 90"'100dB (A)에서는 

15.8% , 100dB(A) 以上은 15.8% , 平均 16.5%로 購홉의 7.l<.準이 높을수록 有所見率。1 높다. 

劃l續年數別로는 l年未滿이 12% , 1"'2年群이 11. 2% , 2"'3年群이 13% , 3"'4年群이 15.8 

%, 4"'5年群이 19.7% , 5年以上群이 32.8%로서 1年未滿群을 除外하고는 動續年數가 길 수 

록 有所見率이 높다. 

年敵別로는 17歲未滿群。1 4.6% , 18"'19歲群이 11. 5% , 20"'29歲群이 12.3% , 30"'39歲

群이 23. 6% , 40"'49歲群이 31. 5% , 50歲以上群은 29.4%로서 年顧이 높을수록 有所見率이 

높아지고 있다. 

나) 有機溶簡I 中흙. 

有機溶쩔U의 許容灌度를 超過한 部暑工程의 勳勞者中 180名을 特珠檢該한 結果 12.2%에 

해당하는 22名의 有所見者가 確認되었는더，1 21 ) 業種別로는 輸送機械製造業이 25% , 金屬製品

製造業 20% , 化學製品製造業 16.4% , 고무製品製造業 15.4%, 印剛業 12.1% , 鐵維 및 衣服

類製造業 6.3% , 其他가 4.8%로 나다나 있고 動續年數別로는 1年未滿은 한 名도 없었고 l 

"'2年群이 6.3% , 2"'3年群。122.2% ， 3"'4年群이 29.4% , 4"'5年群이 40.0% , 5年以上群。1

45.5% , zp.均 12.2%로서 2年以上 動續者의 有所見率은 急速度로 높아지고 있다. 

다) Benzene中毒

Benzene取投作業場에 폭로된 動勞者 106名中 確認된 有所見者數는 21名으로 有所見率은 

19.8%를 나다내었고 그중 男子는 20.3% , 女子는 19.1%의 有所見率을 보였다. 灌度別로 

는 25ppm 以下에 서 12.5% , 26"'50ppm에 서 12.5% , 26"'50ppm에 서 21. 7% , 51"'100ppm 

에서 20% , 100ppm 以上에서 25%로서 基準灌度가 높을 수록 有所見率도 높았다. 그리고 

年觀別로는 17歲未滿群은 9.1 %, 18"'19歲群은 6. 1 %, 20"'29歲群에 서 는 15.4%, 30"'39歲

群에서는 13.8%, 40"'49歲群에서는 15.4%의 有所見率을 나타내고 있어 22) 年觀에는 別로 

關係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上獨書. pp. 27-28. 
(21) 上獨홈 pp. 31-32. 
(22) 上獨書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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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塵Jìrlî1î

石벚鍵動勞者들의 塵R퍼1î有病率을 보면 動續年數 3年까지는 거의 없고 3"-'5年은 0.19% , 

5'"'-'10年은 2.87% , 10年이 상은 11. 79% , 平均 1. 98%로서 23) 勳續年數가 길수록 羅愚率。1 높 

음을 얄 수 있다. 

@ 事業場 規模別로 본 職業病 分布 動勞者數 100名未滿의 事業場에 서 의 職業{生病愚의 有

所見率은 15.4%이 며 , 100""199名의 事業場은 17.7% , 200"'499名은 12.0%. 500'"'-'999名은 

10.3% , 1 ， 000名 이 상은 12.0% , zp:均 13.5%인 바 대 체 로 大企業 보다 中小企業이 높은 有

所見率을 보였다 24) 

(2) 職業性왔‘띔의 發生順向

職業病發生의 年度別 推移를 보면 대체로 有所兒率이 減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1968年부터 1972年까지 大韓塵業保健協會가 標本抽出한 事業場의 有害環境被暴者에게 實

施한 特珠健康該斷結果에 의하면 〈表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職業病有所見率이 1968年에 

는 34.1%였으나 69年에 는 18.2%로 減少되 었고 70年과 71年에 는 각각 42. 0% , 42.9%로 激

增하였다가 72年에는 19.8%로 줄어들어 68年보다 훨씬 減少되고 있다. 

〈表 4-9) 勳勞者職業性흉愚의 推移

年 度 事業場數 受檢者數 1 有所見者數

480 
355 
248 
183 

有所見率

34.1% 
18.2 
42.0 
42.9 
19.8 

1968 
1969 
1970 
1971 
1972 

m
ω
 
mw 

π
ω
 
% 

%
ω
 

4.628 
2.630 

846 
578 
923 

1, 579 

寶料 : 大韓옳業保健協會， 作業環境管理와 職業病據防對策. 1973. p. 85. 

한펀 職業性쩔뚫推移의 새로운 碩向은 塵뼈폼은 鍵業을 除外하고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 

고， 有機溶簡I中毒은 1967年에는 附器製造業， 自動車製造業 및 電氣機器製造業에 가장 擺‘뽑 

率이 높았 o 나25) 1973年에는 이밖에도 化學製品製造業， 고무製品製造業 및 印빼業에서도 상 

당히 높은 有所見率을 나다내 고 있어 26) 重化學工業時代의 職業性횟愚의 背景을 그대로 立

證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魔音性難聽에 있어서는 製紙工業과 鍵業代身에 고무製品製造 

業과 精密機械製造業의 有所見率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와같은 職業性됐愚의 變選f煩向은 機械化와 새로운 化學藥品의 使用으로 새로운 有害危

(23) 鄭奎澈. r石뚫鐵山業에 서 의 健康障害J. 韓國의 훌業훌훌學， 第13卷 第1號(1974. 3) p. 10. 
(24) 大韓옳業保健協會附屬 示範地域 옳業保健 「서 어 버 스센타J. 前獨書 p. 38. 
(25) 가올릭 훌業醫學핍究所 • 大韓옳業保健協會， 韓國의 옳業醫學， 第6卷 第4號 (1967年 12月 • p. 31.) 

參照.
(26) 大韓옳業保健協會 示範地域옳業保健 「λ1 어 비 스센 타J. 前播書 pp. 23-25.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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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部暑工程이 늘어 난 點과 -部 大企業의 有害危險環境에 관한 關心이 높아진데 起因한 것 

으로 思料된다. 

第 5 童 作業環境改善을 위한 諸 制度

5J<.害를 입은 動勞者에 대하여 補健을 한다는 것은 물론 重齊한 일。1 나 그보다도 모든 塵

業%害를 未然에 防止하는 일은 더욱 重要하다고 하겠다. 

本章에서는 塵業짜害防止를 위한 塵業安全 및 保健管理制度를 考察하고 아울러 勳勞者保

護를 위한 機構를 살펴 보고자 한다. 

第 1 節 훌業安숲 및 保健管理制度

1. 歐美各國의 塵業安全 및 保健管理制度

安全組織 등에 관하여 佛蘭西에서는 保健 • 安全委員會의 設置를 法制化하고 있으며， 西

獨에서도 1963年에 法令으로써 動勞者中에서 選出되는 安全委員과 安全委員會의 設置에 관 

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英國과 美國은 이러한 法制는 없고 任意、的안 制度에 依存하는 體制를 취하고 있 

는데 任意的인 制度 中에서 英國은 勞使共同부로 決定하는데 美國은 傳統的으로 管理者의 

安全組織이、優位를 ~하고 있다. 

다음A로는 歐美各國의 塵業保健管理制度를 살펴보면 佛蘭西에서는 勞動部長官의 짧問機 

’ 關으로서 “勞動衛生高等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어 여기서 勞動衛生의 原則을 만들어 勞動衛

生藍寶活動의 }般的 規程을 決定하도록 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l場法에서 18歲未滿의 者는 特珠健康該斷을 받도록 規定하였는데 이 健康該

斷은 任命工場醫(appointed factory doctor) 에 의해 行해진다. 그런데 西獨에서는 그:場醫의 

設置를 彈制하고 있지 않다27) 

美國에서는 1952年에 t월鍵保安法이 制定되어 행鍵의 保健과 安全이 끊進되었고 5J<.害와戰 

業病을 防止하는레 必흉흉한 基金을 두어 이것을 政府에서 管理하게 되었다. 

2. 韓國의 塵業安全 및 保健管理制度

우리 나라에 서 는 1953年 5月 10 日 에 制定 公布되 어 1961年 12月 4 日 에 改正을 본 動勞基

準法 第6章에 서 「安全과 健康」에 관한 法的 管理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 고 이 들 施꿇 및 提置의 貝體的 內容과 基準은 大統領令ξ로 規定하도록 委任하고 있 

으며 이 에 따라 制定된 것이 「動勞安全管理規則」과 「動勞保健管理規則」이 다. 

鍵山에 있어서의 安全管理問題는 그것이 -般I業部門에 비하여 危險度가 높고 特異한環 

(27) 麗本 武， 各國@勞f動安全對策， 勞i動科學흉훌書 21, 東京， 勞{動科學핍究所， 1966,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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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條件을 지 니 고 있음을 감안하여 別途 鍵山保安法에 의 하여 鍵業行威의 一環으로서 商::r

部가 主管해오고 있다. 

第 2 節 作業環境保護를 위한 機構

여기서는 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動勞者保護를 위한 機構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塵業安全 및 保健管理 行政組織

흩흉業安全 및 塵業保健行政은 勞動廳 所管으로 되 어 있는데 勞動廳의 動勞基準局에 塵業

安全課가 있어 이 業務를 管掌하고 있으며， 現，tE 勞動廳 動勞基準局 짧下에 約 200名의 動

勞藍督官이 全國의 13， 924個事業場에 대한 全般的인 }線 動勞짧督行政業務즐 맡고 있어 28) 

이들의 專門化와 아울러 量的인 充員이 時急、한 課題로 擾頭되고 있다. 

또한 鍵山保安짤理에 있어서는 商工部 鍵務局內에 鍵山保安課플 두고 鍵山保安官이 配置

되어 야 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2. 企業內 塵業安全 및 保健管理機構

動勞安全管理規則 第2條에 의 하면 常時 100Á以上의 動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原動

機의 馬力數 總計가 100이상을 使用하는 事業에 있어서는 安全管理者 1Á以上을 두게 되어 

있고 또 그 補助級으로서 有害危險한 施設마다 安全維持擔當者를 두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 

한 保健管理規則 第2條에 의 하면 第1條의 主要事業中 100人이 상을 使用하는 使用者는 다음 

과 같이 保健管理훨員을 確保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表 5-1) 

〈表 5-1) 動勞者數와 保健管理훨員 

保健管理에 必횟한 훨員數 
常時便用動勞者數

醫 師 其他훨員 

200A 以下 lA 以上 1人 以上

500A 以下 lA 以上 2A 以上
1, 000人 以下 1人 以上 3A 以上
2,OOOA 以下 1人 以上 4人 以上

3,OOOA 以下 lA 以上 5A 以上
3， 000人 超過 2人 以上 6A 以上

資料 : 動勞保健管理規則 第2條

한펀 企業內에 塵業安全保健委員會를 設置하고 一種의 짧問機關으로서 當該事業場內의 

安全 빛 保健에 관한 重要事項을 調훌 • 審議케 하는 동시 에 經營測에 意、見을 陳述케 함을 

그 主훨機能으로 願與하고 있다‘ 

委員會의 構成은 勞使同數를 原則으로 하고 勞動者代表에 있어서는 勞動組合이 있는 경 

우에는 대개 勞組代表로서， 勞組가 없는 경우에는 職場代表로서 選出함을 原則￡로 하고 

(28) 勞動廳， 勞動行政現況， 197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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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勞動組合의 塵業安全 및 保健管理對策機構

勞動組合測으로서는 物價高에 뒤따르지 못하는 홉金의 寶質價{直를 確保하기에 급급한 나 

머지 安全 및 保健管理나 施設面에는 關心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實情이 

라고 하겠다. 

그리고 勞動組合이 이 방면에 비교적 등한한 또 하나의 理由는 이것이 專門知識을 흉용하 

는 어려운 問題이기 때문에 當初부터 적극적ξ로 파고들려하지 않는 碩向이 없지 않다. 

韓國勞總은 調훌統計部에 서 이 業務를 管掌하고 있으며 , 每年 1回 「塵業安全 빛 保健彈

調期間을 設定하고 各級組織으로 하여금- 對企業活動을 展開하는 한련， 全國的인 땀豪에 나 

서고 있으나 財政事情￡로 實效性있는 行使를 寶抱하지 못하고 있다. 또 政策짧問機關으로 

서 「勞總盧業安全保健專門委員會」를 두게 되 어 있으나 역 시 現在 機能이 織庫되 어 있다. 

그리고 勞總짧下 17個 塵業別勞動組合中 요직 鍵山勞動組合 만이 保安훔生部를 두어 安

全問題를 擔當하고 있고 商I部가 主管하는 鍵山保安委員會에 「멤버」로서 參與하고 있는實 

情으로 現在 이 安全保健管理問題는 勞動運動의 거의 關心 밖에 놓여 있는 것이 事實이라 

고하겠다. 

第 6 童 結論 : 韓，國動勢者 作業環境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動勞者作業環境上의 問題點으로서는 첫째로 지나치게 그 不良環境比率이 높다는 點

을 지적할 수 있다. 第4章에서 分析한 바와 같아 零細業體의 90% 이상이 拖設未備 또는 

有害危險事業場이 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높은 쩍뽑率과 職業病 羅愚率과도 關聯。1 깊은 것 

으로서 ↑員重히 檢討되 어 야 할 問題이 다. 

둘째로 싫害의 發生原因中 施設과 作業過程의 不良」즈로 인한 이른바 「不安全狀態」로서는 

「危險한 作業過程」이 45.6%로 가장 많고 「關聯物의 缺階」이 15.3% r保護施設의 缺階」이 

14.9% r響꿨區域 未設置」가 9.2%이며 나머지 훨因은 극히 적다C<表 4-6) 참조). 특히 비 

교적 經費가 적게도는 %害훨因까지 是正되지 않고 放置되어 있어 經營者의 無關心度를 엿 

볼수 있다. 

그리고 %害原因中 不安全行動에 의한 것이 全핏害훨因의 49.5%나 되며 29) 不安全行動中

에서도 「權限없이 操作한 것」이 26.8%로 가장 많고 다음 「不安全裝置使用」이 잃.1% ， r不

安全速度操作」이 12%로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데〈表 4-7 참조〉 이것은 앞에서 分析된 바 

，와 같이 上部의 命令이나 指示가 下部團에서 잘 屬行이 되지 않거나， 動勞者가 自己行動의 

危險性을 熟知하지 옷하고 있는데서 흑은 지나친 放心에 原因이 있다고 分析되어 엄격한 

(29) 本鎬， 第4章 第2節 第1項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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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率體制 및 安全敎育이 不充分함을 알 수 있다. 

셋 째 法制面에 서 볼 때 우리 나라에 서 는 1953年에 動勞基準法이 1961年과 1962年에 는 各

各動勞保健管理規則과 動勞安全管理規則이 公布되면서 부터 131 록 初步的이나마 法的인 體

制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實際로 作業環境은 大企業보다도 零細企業이 현저하게 惡

條件이 많다는 點을 고려할 때 現行 法制는 適用對象의 福이 지나치게 좁아 現實에 맞지않 

는다고 하겠다. 

넷째로 管理機構 및 運營面에서 볼 때 行政組織이 너무 微弱항을 지적할 수 있다. 勞動

部도 아닌 保健社會部짧下의 勞動廳에서 이 방대한 業務를 擔當한다는 그 自體부터가 問題

이며， 本聽에 塵業安全課가 있다고 하나 大部分이 行政實務者윤로 構成되어 있고， 一線짧 

督行政은 不過 2百名 程度의 動勞籃督官。1-般劃!勞藍督行政의 一部로셔 執行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專門家가 아닌 사람들이 어서 管理面에 어 려움이 적지 않다. 

2. 動勞者作業環境의 改善方案오로서는 다음과 같은 點을 建議하고 싶다. 

첫쩨 安全保健 및 保護貝使用에 관한 혐쫓과 敎育을 철저히 할 것과 엄격한 縮率體f힘j의 

確立。l~、要하다고 하겠 다. 

물쩨 塵業安全 및 保健에 관한 法制의 適用對象을 보다 據大하여 특히 零細企業의 動勞

者들이 保護펼 수 있도록 法制를 補完할 必훨가 있다. 

셋째 行政組織을 彈化하는 동시에 勞動廳을 勞動部로 昇格시키고 動勞藍寶합을 大福 增

員하되 그 資質을 높이 며 專門化한다. 

넷째 商工部가 管掌하고 있는 鍵山保安行政은 勞動行政의 一元化를 위하여 勞動廳所럽으 

로 移管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흉 考 文 敵

(1J 東洋文없 
1. 書 籍

權薦杓外 5A.共著， 最新環境衛生學， 서울， 集賢社， 1974. 

金昇漢 譯，A.類의 危機， 서울， 三星文化文庫， 1972. 

車喆煥， 公害와 病病， 서울， 最新醫學社， 1974. 

黃觸周， 都市計劃論， 서울， 普文出版社， 1973. 

顧本武， 、 各國@勞徵安全對策， 勞園科學盡書 21 , 東京， 勞團科學핍究所， 1966. 

尾關守 編， 安全管理， 日本@經營 第3卷， 東京， 日本生塵性本部， 1959. 

野口三郞， 安全管理總!論， 1968年度 勞團通信敎育講座， 東京， 日本勞團協會， 1968. 

本林富士郞， 勞願@活用 ε 管理， 經營工學講座 5, 東京， 共立出版1*式會社， 1961. 



動勞者 作業環覆에 關한 짧究 213 

大河內一男外 31\共著， 勞動時間@職場環境， 現代勞團問題講座 5, 東京， 有雙關， 1967. 

大木保男， 勞顧衛生， 東京， 中央勞團~害防止協會， 1971. 

2. 論 文

權蕭杓， r中小企業에 있어서 의 作業環境 改善方案J ， 中小企業의 作業環境改善， 勞꿇b廳， 

1974. 

金炯國， r國家地域政策의 目標價h直J ， 都市問題， 第 9 卷 第 5 號(1974年 5月).

盧隆熙， r環境論 序說J ， 環樓論뿔 創刊號， 셔윷大學校 環燒大學院， 1974. 

白南園， r空氣 및 換氣裝置J ， 塵業保健學， 大韓塵業保健協會힘11練部， 1974. 

朱험洛， r經濟와 環境J ， 環境論盡 創刊號， 서윷大學校 環짧大學院 1974. 

尹明照、， r羅홉과 難聽j ， 옳業保健學， 大韓塵業保健協會하11練部， 1974. 

이 광묵， r뻐塵j ， 塵業保健學， 大韓塵業保健協會넓11練部， 1974. 

장임원， r錫理的 原因으로 인한 職業病」 塵業保健學， 大韓塵業保健協會없11練部， 1974. 

鄭奎澈， r高溫과 低溫j ， 塵業保健學， 大韓塵業保健協會힘11練部， 1974. 

鄭奎澈， r工業中毒j ， 塵業保健學， 大韓塵業保健協會힘11練部， 1974. 

鄭奎澈， r石벚鍵山業에서의 健康障害j ， 韓國의 훌業醫學， 第13卷 第 1號 r카툴릭」塵業醫學 

흉다究所， 1974年 3月 • 

鄭奎澈， r作業場 空氣中의 化學物質의 許容灌度j ， 韓國의 塵業醫學， 第13卷 第2號 r카툴릭」 

塵業醫學隔究所， 1974年 6月 . 

曺圭常外 51\, r生훌性 펌害因子에 관한 맑究j ， 韓國의 塵業醫學， 第 8 卷 第 3 號 r카흘릭」 

옳業醫學맑究所， 1969年 9月 . 

曺圭常 r塵業保健學觀論j ， 塵業保健學， 大韓塵業保健協會힘11練部， 1974. 

3. 其 他

勞動廳， 塵業%害 狀況報告， 1974. 

勞動廳、， 有害作業環境 調훌結果報告書， 1972. 

勞動廳， ’ 73年度 上半期 重大淡害分析報告書， 1973. 

勞動廳， 勞動行政現況， 1974. 

- 勞動廳、， 1972年度 塵業%害分析報告書， 1973. 

勞動廳， 作業環境改善 實績評價報告書， 1973. 

勞動廳， 事業場內 有害物質 許容灌度 規制 報告資料， 1971. 

勞動廳， 勞動， 第 8 卷 第 3 號(1974年 8月)

大韓塵業保健協會 부속 示範地域 盧業保健「서 어 버스센터 J， 業績報告， 1973. 

大韓地方行政關會， 都市問題， 第 9 卷 第 5 廳(1974年 5月)



214 

카폴럭 塵業醫學맑究所， 韓國의 塵業醫學， 1969年 3月 "'1974年 6月

世界大百科離典， 서울， 學園社， 1973. 

世界A名大離典， 서울， 東郭出版社， 1972. 

京鄭新聞， 1974年 6月 27 日 , 28 日 字.

朝蘇日報， 1974年 6月 18 日字

(2) 歐美文敵

環 境 論 홉쫓 

Ede! , Matthew, Economies aηd the Enviroηment ， Eng!ewood-C!iffs, Prentice-Hall, 1973. 

Ward, M.A. ed. , Maη aηd His Eηνironmeηt ， Proceedings of the First Banff Conference 

on Pollution, Vo! 1, Oxford: Pergamon Press, 1970. 

White, L.A. , The Science of Cμltμre， New York, Grove Press, 1949. 

I.L.O. , Safety 샤 Coal Miηes， VoJ. I., 1953. 


	勤勞者 作業環境에 關한 研究
	第1章 序論
	第2章 作業環境에 槪念과 그 影響
	第3章 有害作業環境條件에 관한 一般的 考察 : 省略 
	第4章 韓國作業環境의 實態分析
	第5章 作業環境改善을 위한 諸 制度
	第6장 結論 : 韓國勤勞者 作業環境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參考文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