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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가 연구실 안전보건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개 대학교의 184개 각 연구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

항은 안전보건 일반사항, 안전보건 교육, 안전 의식 및 태도 등의 세부항목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안전보건평가와 안전보건 의식 및 태도

는 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실험실의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 안전등급과 

비교하였다. 

1.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 연구실은 77개(41.8%)로 가장 많았고, 3등급은 

76개(41.3%), 4등급은 31개(16.9%)로 가장 적었다. 연구원은 76.6%가 남자였

으며, 석사과정 학생이 57.1%로 가장 많았다. 

2. 안전등급과 사고 경험의 관계를 보면 3등급과 4등급 연구실은 각각 5건

(6.6%)과 4건(12.9%)의 사고가 있었지만 2등급 연구실에서는 사고경험이 없었

다. 안전등급과 안전보건 의식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련성은 없었으며, 안전

태도에 있어서는 2등급 연구실에서 보호구 착용율이 93.5%로 가장 높았다. 안

전등급과 안전보건 정밀검사의 지적 건수는 모두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

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지적 건수가 많았다. 

3. 주관적 안전평가 등급는 연구원들의 일반적특성과 관련이 없었으며, 안전

교육이나 사고 경험과도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주관적 안전평가 등급은 연구

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사고발생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착용과 



- iv -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와 안전보건 의식 

사이에 관련이 있었고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건수 요인

과는 관련이 없었다. 연구실내 잠재된 위험 요인의 정확한 인지와 안전보건 

의식이 안전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실 안전보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핵심이 되는 말 :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 연구실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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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의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최첨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불어 폭넓은 화학물질의 사용,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극한 온도에서의 실

험등으로 인해 많은 유해,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 제조공정과 달리 

그 사용량이 적고, 대부분 위험성이 알려져 있지않거나 표준 실험방법이 정립

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개발과정에서 연구자를 위한 보호시설이나 장비가 미

비한 실정이다 연구실험 활동의 특성상 연구자나 학생들은 연구 또는 실험·실

습 중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에 노출될 수 있다(과학기술부,2007; 안광석 등, 

2007).(박인규, 2011, 이영순, 2010, 김두환, 2010). 

  이러한 연구실의 특성상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 중 발생하는 위험요

소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런 잠재 위험요인들이 폭발, 화재 사고로 이어

져 과학기술강국 발전에 기여할 과학인재의 인적 손실 및 고가의 실험기구등 

물적 손실은 곧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전국대학의 연도별 인명피해 사고발생건수는 2009년 135건, 2010년 

129건, 2011년 167건, 2012년 6월까지 98건등이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 8

월까지 총 522건 중 91%인 473건이 4년제 대학에서 발생하였다. 이렇듯 연구

실험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것과는 

달리 실험실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변혜정, 

2007, 신용철,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2).연구실험실 사고는 단순히 개인

의 문제가 아닌 해당 기관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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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0

개년 연구실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7년차에 걸쳐 연구실의 안전환경 기반

을 구축하고 2009년 20억, 2010년 28억, 2011년 30억, 2012년 25.2억원의 재

정적인 지원 확대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

한 지침의 제11조(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①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자는 연구실별로 그 점

검 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

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년 1회 정기 

안전점검, 2년 1회 정밀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12, 교육

과학기술부, 201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에 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평가등급을 살펴

보면 1등급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등급은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은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은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등급은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

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 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

야 하는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전국 일반대학(156개교), 전문/기능대학(64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정밀 안전검검의 안전보건 등급별 분류에 의한 연구실 수를 살펴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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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실험실은 8,579개로서 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3

등급 실험실은 4,300개로서 23%였고 4등급은 548개로서 2.9%로 안전성이 유지

된 상태인 1등과 즉시 사용을 금지하는 5등급을 제외한 2,3,4등급이 70.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와같은 개선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2007년~2010년 4년간,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한 학교는 총 222개교 중 139개교로 62.6%에 그쳤다. 대다수의 대학이 

안전환경 조성 활동에 관해 소극적이며 법적의무 이행사항인 연구 주체장의 

의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2조 3항), 안전담당자 선임, 안전점

검 및 진단 실시, 안전교육 및 훈련,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에 의한 환경개

선, 보험가입의 미비,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보건 의식과 행동의 부족등 안전

보건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것을 입증해주고 있다(황

수일, 2008, 김민용, 2008, 한국기술사회, 2012). 

  본 연구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로써 소속 연구실의 안전

보건 수준 정도. 안전보건 의식 및 태도 요인에 따라 일반, 교육, 안전보건 

지적 건수 사항과 연관성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안전보건 수준에 따라 일반, 

교육, 안전보건 지적 건수 사항과의 연관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

고자 한다. 매년 반복되는 연구실의 유지관리 문제점과 증가하는 연구실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예방하여 연구실 안전보건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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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교 1개와 지방소재 2개 대학교, 총 3개 대학교의 184개 각 

연구실에서 1명씩 임의 선정하여 총 184명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 기간

  

  2012년 11월 1일부터 동년 11월 31일까지 30일간 대학내 유해화학약품을 사

용하는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전 안전보건 평가가 연

구실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나. 안전보건 의식 설문조사

  연구활동종사자용 설문조사를 위한 항목구성을 안전보건 일반사항 4문항, 

안전보건 교육 4문항, 안전보건 의식 8문항, 태도 6문항 등의 세부항목 총 26

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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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실의 안전보건 수준 척도용 체크리스트 

  

  각 연구실의 안전보건 실태 수준척도용 체크리스트는 총 3개의 대학 정밀안

전진단 보고서를 검토 및 분석한 후 7개분야의 총 42문항 중 안전보건 지적 

건수로 7문항을 임의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모든 분석은 SAS 9.2 version을 사용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 0.78), 카이제곱 검정, Fisher＇s Exact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 평

가자간 일치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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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 따른 분포 및 연관성 

가. 연구활동종사자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성별은 남성이 총 76.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분은 석사과정이 총 

57.1%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경력은 1년 이상이 총 66.3%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특히 잠재위험이 큰 안전보건 수준 4등급에서 경력 1년이상이 1년미

만인 연구활동종사자에 비해 2배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일 실험시간은 2

시간이상 4시간미만이 전체의 45.7%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활동종사자

의 성별, 신분, 경력, 1일 실험시간 항목은 유의하지 않았다(P<0.05)(표 1).

표 1.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의 특성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분포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

2등급 3등급 4등급 N p 값

연구활동종사자

성 별
남 60(77.9) 56(73.6) 25(80.6) 141(76.6)

0.69
여 17(22.1) 20(26.4) 6(19.4) 43(23.4)

신 분

학사과정 29(37.6) 36(47.3) 12(38.7) 77(41.9)

0.75석사과정 47(61.0) 39(51.3) 19(61.2) 105(57.1)

연구원 1 (1.3) 1 (1.3) - 2 (1.0)

경 력

< 6(m) 12(15.5) 4 (5.2) 2 (6.4) 18 (9.8)

0.086(m)-1(y) 22(28.5) 15(19.7) 7(22.5) 44(23.9)

1(y) ≦ 43(55.8) 57(75.0) 22(70.9) 122(66.3)

1일 

실험시간

< 2h 12(15.5) 7 (9.2) 4(12.9) 23(12.5)

0.43
2 - 4h 39(50.6) 31(40.7) 14(45.1) 84(45.7)

5 - 8h 11(14.2) 22(28.9) 7(22.5) 40(21.7)

8h ≦ 15(19.4) 16(21.0) 6(19.3) 37(20.1)

계 77 (100) 76 (100) 31 (1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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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 교육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교육은 연간 8시간 미만이 전체의 95.4%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간 12시간에 절반 이상이 미치지 못하였다. 4등급군은 

8시간이상이 7.7%로 2등급(34.6%)군과 3등급(57.7%)군에 비해 낮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5).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안전관리자가 43.0% 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안전보건교육 방법은 강의식

이 56.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특히 잠재위험이 큰 4등급군에서는 E-런닝

(58.0%)이 강의식(41.9%)에 비해 16.1% 높았다. E-런닝은 자율적인 학습으로 

지식의 인지여부 검증이 필요하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안전보건교육 교재 비치 항목은 4등급군에서 없음(71.0%)이 있음(29.0%)에 

비해 42.0%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최근 1년내 사고경험 항목은 있음군이 총 4.9%를 보였으며, 4등급 수준에서 

사고경험 있음군이 12.9%를 차지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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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분포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

2등급 3등급 4등급 N p 값

안전보건 교육 (N=184개소)

연간 

교육시간

< 2h 13(16.9) 30(39.5) 6(19.4) 49(26.6)

<.00

2h-4h 35(45.5) 24(31.6) 19(61.3) 78(42.4)

4h-8h 14(18.2) 5 (6.6) 4(12.9) 23(12.5)

8h ≦ 9(11.7) 15(19.7) 2 (6.5) 26(14.1)

받지않음 6 (7.8) 2 (2.6) - 8 (4.6)

강 사

외부강사 19(24.7) 12(15.8) 7(22.6) 38(20.7)

0.37
지도교수 18(23.4) 18(23.7) 7(22.6) 43(23.4)

안전관리자 33(42.9) 31(40.8) 15(48.4) 79(43.0)

기 타 7 (9.0) 15(19.7) 2 (6.4) 24(13.0)

방 법
강의식 48(62.3) 43(56.6) 13(41.9) 104(56.5)

0.15
E-런닝 29(37.7) 33(43.4) 18(58.1) 80(43.5)

교 재
있음 44(57.1) 40(52.6) 9(29.0) 93(50.5)

0.02
없음 33(42.9) 36(47.4) 22(71.0) 91(49.5)

1년내

사고경험

경험있음 - 5(6.6) 4(12.9) 9 (4.9)
0.01

없음　 77 (100) 71(93.4) 27(87.1) 175(95.1)

계 77 (100) 76 (100) 31 (100) 184



- 9 -

다. 안전보건 의식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의식 요인 중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에 관해 잘 모른다라고 답한 

하군이 총 40.2%를 차지했다. 연구 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잘 지켜지

고 있다라고 답한 상군이 총 52.7%이고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하군이 

총 25.5%를 차지했다. 연구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자세한 검증이 필요

하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사고발생 위험요소 항목은 잘 알고 있다

고 답한 상군이 총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사고 잠재 위험성이 높은 4

등급에서 총 87.5% 중 17.4%를 차지했다. 실험전 보호구 착용 항목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식으로써 실험전 착용

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한 상군은 총 83.2%를 차지했고 중(15.2%)군, 하

(1.6%)군이 분포했다. 

  특히 안전보건 수준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의식 요인 즉, 연구실안전환경

조성법의 인지 필요성, 연구 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잘 지켜지는지 여

부, 비상응급조치계획 필요성, 사고발생위험요소 인지정도, 안전보건교육이 

도움 정도, 유해화학물질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

경의 비치 여부를 확인 실험전 보호구 착용 준수 정도, 안전수칙 준수정도, 

유해물질 환기 필요정도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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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 따른 안전보건 의식의 분포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

2등급 3등급 4등급 N p 값

안전보건 의식 　 　 　 　 　

연구실안전환경

조성법

상 19(24.7) 15(19.7) 6(19.4) 40(21.7)

0.74중 26(33.8) 33(43.4) 11(35.5) 70(38.0)

하 32(41.5) 28(36.9) 14(45.1) 74(40.2)

연구 책임자

안전보건경영방침

상 42(54.6) 40(52.6) 15(48.4) 97(52.7)

0.86중 18(23.4) 16(21.1) 6(19.4) 40(21.7)

하 17(22.1) 20(26.3) 10(32.3) 47(25.5)

비상응급조치계획

상 67(87.0) 65(85.5) 27(87.1) 159(86.4)

0.50중 8(10.4) 11(14.5) 4(12.9) 23(12.5)

하 2 (2.6) - - 2 (1.1)

사고발생위험요소

상 68(88.3) 65(85.5) 28(90.3) 161(87.5)

0.70중 8(10.4) 11(14.5) 3 (9.7) 22(12.0)

하 1 (1.3) - - 1 (0.5)

안전보건교육도움

상 44(57.1) 44(57.9) 15(48.4) 103(56.0)

0.92중 31(40.3) 30(39.5) 15(48.4) 76(41.3)

하 2 (2.6) 2 (2.6) 1 (3.2) 5 (2.7)

실험전

보호구 착용

상 67(87.0) 63(82.9) 23(74.2) 153(83.2)

0.28중 8(10.4) 13(17.1) 7(22.6) 28(15.2)

하 2 (2.6) - 1 (3.2) 3 (1.6)

안전수칙 준수

상 57(74.0) 53(69.7) 18(58.1) 128(69.6)

0.22중 20(26.0) 21(27.6) 13(41.9) 54(29.4)

하 - 2 (2.6) - 2 (1.1)

유해물질 환기

상 67(87.0) 65(85.5) 26(83.9) 158(85.9)

0.83중 9(11.7) 9(11.8) 5(16.1) 23(12.5)

하 1 (1.3) 2 (2.6) - 3 (1.6)

계 77 (100) 76 (100) 31 (1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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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보건 태도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태도 요인 중 보호구 착용여부는 미착용군이 총 16.9% 를 보였으

며 미착용 이유로는 불편해서(14.1%)군과 적절한 보호구 미비치(2.7%)군이 분

포하였다. 특히 보호구 미착용군에서 잠재위험이 큰 안전보건 수준 4등급

(51.7%)군이 2등급(16.1%)군과 3등급(32.3%)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호구 미착용 이유 항목 중 불편해서라고 답한 군이 총 14.1%,  적절한 보호

구 미비치라고 답한 군이 총 2.7%를 차지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4).

표 4.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 따른 안전보건 태도의 분포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

2등급 3등급 4등급 N p 값

안전보건 태도 　 　 　 　 　

보호구착용
착용 72(93.5) 66(86.8) 15(48.4) 153(83.1)

<.000
미착용　 5 (6.5) 10(13.2) 16(51.6) 31(16.9)

타인과협조

상 71(92.2) 62(81.6) 28(90.3) 161(87.5)

0.238중 4 (5.2) 12(15.8) 3 (9.7) 19(10.3)

하 2 (2.6) 2 (2.6) - 4 (2.2)

실험전 

정리정돈

상 67(87.0) 62(81.6) 25(80.6) 154(83.7)

0.535중 7 (9.1) 13(17.1) 5(16.1) 25(13.6)

하 3 (3.9) 1 (1.3) 1 (3.2) 5 (2.7)

위험발견시

즉시조치

상 72(93.5) 67(88.2) 27(87.1) 166(90.2)

0.438중 5 (6.5) 9(11.8) 4(12.9) 18 (9.8)

하 - - - -

계 77 (100) 76 (100) 31 (1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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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보건 지적 건수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지적 건수 요인 즉, 후드배기장치, 안전보건표시, 소화기, 방화용

캐비닛, 전선손상및노출, 가스누출경보기, 기계 방호장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5). 

  안전보건 수준을 종속변수로 안전보건 지적건수 요인을 독립변수로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분석한 결과, 소화기를 제외한 독립변수에서 안전보건 상

태와 차이를 보였다(P<0.05).

  후드배기장치 지적건수 유무에 따라서 안전보건 수준의 상군은 없음군이 있

음군에 비해 2.14(95% 신뢰구간 1.23-3.74)의 교차비를 나타났고, 안전보건표

시 유무에 따라서 없음군이 있음군에 비해 2.39(95% 신뢰구간 1.24-4.59)의 

교차비를 나타났다. 전선손상 및 노출과 가스누출경보기 지적건수 유무에 따

라서는 없음군이 있음군에 비해 3.76(95% 신뢰구간 1.94-7.29)와 2.17(95% 신

뢰구간 1.01-4.63)의 교차비로 나타났다. 

  특히 방화용캐비닛과 기계 방호장치 지적건수 유무에 따라서는 없음군이 있

음군에 비해 5.45(95% 신뢰구간 2.88-10.3), 5.25(95% 신뢰구간 1.53-18.0)으

로 다른 독립변수보다 높은 교차비를 보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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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 따른 안전보건 지적건수의 분포 

안전보건 수준

2등급 3등급 4등급 N p 값

안전보건 지적건수     (N=184건)

후드배기장치
지적있음 25(32.4) 41(53.9) 17(54.8) 83(45.1)

0.01
52(67.5) 35(46.0) 14(45.1) 101(54.9)

안전보건표시
지적있음 47(61.0) 67(88.1) 22(70.9) 136(74.0)

<.00
30(38.9) 9(11.8) 9(29.0) 48(26.1)

소화기
지적있음 40(51.9) 54(71.0) 13(41.9) 107(58.2)

<.00
37(48.0) 22(28.9) 18(58.0) 77(41.9)

방화용캐비닛
지적있음 31(40.2) 61(80.2) 25(80.6) 117(63.6)

<.00
46(59.7) 15(19.7) 6(19.3) 67(36.4)

전선손상

및 노출

지적있음 13(16.8) 14(18.4) 18(58.0) 45(24.5)
<.00

64(83.1) 62(81.5) 13(41.9) 139(75.5)

가스누출

경보기

지적있음 5 (6.4) 18(23.6) 5(16.1) 28(15.2)
0.01

72(93.5) 58(76.3) 26(83.8) 156(84.8)

기계 

방호장치

지적있음 - 6 (7.8) 4(12.9) 10 (5.4)
0.00

77 (100) 70(92.1) 27(87.1) 174(94.6)

계 77 (100) 76 (100) 31 (100) 184 (100)



- 14 -

표 6.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 따른 안전보건 지적건수와의 관련성

안전보건 수준

Crude Adjusted

OR 95% CI OR 95% CI

안전보건 지적 건수

후드배기장치
지적있음 1 1

2.16 (1.24-3.76) 2.14 (1.23-3.74)

안전보건표시
지적있음 1 1

2.36 (1.23-4.51) 2.39 (1.24-4.59)

소화기
지적있음 1 1

1.08 (0.62-1.88) 1.09 (0.63-1.90)

방화용캐비닛
지적있음 1 1

5.3 (2.82-9.96) 5.45 (2.88-10.3)

전선손상및노출
지적있음 1 1

3.51 (1.82-6.77) 3.76 (1.94-7.29)

가스누출경보기
지적있음 1 1

2.17 (1.01-4.63) 2.17 (1.01-4.63)

기계 방호장치
지적있음 1 1

5.25 (1.53-18.0) 5.25 (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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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활동종사자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따른 분포 및 연관성

가. 연구활동종사자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평가의 특성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일반적 분포를 보면 남성이 

총 76.6%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신분은 석사과정이 총 57.1%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경력은 1년 이상이 총 6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6개월미만 

경력이 총 9.8%로 나타났다. 1일 실험시간은 2시간이상 4시간미만이 전체의 

4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활동종사자 요인 즉, 성별, 신분, 경력, 1일 실험시간 항목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소속 연구실 안전보건 평가의 특성에 따라서 유의하지 않았다

(P<0.05)(표 7).

  

표 7.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분포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
상 중 하 N p 값

연구활동종사자

성 별
남자 107(76.7) 25(71.4) 9(69.2) 141(76.6)

0.53
여자 29(21.3) 10(28.6) 4(30.8) 43(23.4)

신 분
학부과정 55(40.4) 17(48.6) 5(38.5) 77(41.9)

0.83석사과정 79(58.1) 18(51.4) 8(61.5) 105(57.1)
연구원 2 (1.5) - - 2(1.1)

경 력
< 6(m) 13 (9.6) 4(11.4) 1 (7.7) 18(9.8)

0.946(m)-1(y) 33(24.3) 7(20.0) 4(30.8) 44(23.9)
1(y) ≦ 90(66.2) 24(68.6) 8(61.5) 122(66.3)

1일 

실험시간

< 2h 20(14.7) 1 (2.9) 2(15.4) 23(12.5)

0.19
2 - 4h 60(44.1) 19(54.3) 5(38.5) 84(45.7)
5 - 8h 25(18.4) 11(31.4) 4(30.8) 40(21.7)
8h ≦ 31(22.8) 4(11.4) 2(15.4) 37(20.1)

계 136 (100) 35 (100) 13 (1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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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 교육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평가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일반적 분포를 보면 연간 안

전보건 교육은 8시간 미만이 전체의 81.5%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연간 12시간에 절반 이상이 미치지 못하였다. 강사 항목은 안전관

리자가 43.0%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방법은 강의식이 56.5%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교재 비치여부 항목은 있음(50.5%)군과 없음(49.5%)군이 1.0% 차이

를 보였다. 연구실 안전보건 교육요인 즉, 연간 교육시간, 강사, 방법, 교재 

항목은 안전보건 평가의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05)(표 8).

  최근 1년내 사고경험 항목은 있음군이 총 4.9%를 보였으며, 상,중,하 평가

에서 모두 사고경험 있음군이 10%이내를 차지했으며 유의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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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분포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

상 중 하 N p 값

안전보건 교육

연간 

교육시간

≦ 2h 37(27.2) 9(25.7) 3(23.1) 49(26.6)

0.81

2h-4h 57(41.9) 14(40.0) 7(53.9) 78(42.4)

5h-8h 19(14.0) 3 (8.6) 1 (7.7) 23(12.5)

8h ≦ 19(14.0) 6(17.1) 1 (7.7) 26(14.1)

받지않음 4 (2.9) 3 (8.6) 1 (7.7) 8 (4.4)

강 사

외부강사 26(19.1) 7(20.0) 5(38.5) 38(20.7)

0.48
지도교수 30(22.1) 11(31.4) 2(15.4) 43(23.3)

안전관리자 59(43.4) 15(42.9) 5(38.5) 79(43.0)

기 타 21(15.4) 2 (5.7) 1 (7.6) 24(13.0)

방 법
강의식 79(58.1) 21(60.0) 4(30.8) 104(56.5)

0.15
E-런닝 57(41.9) 14(40.0) 9(69.2) 80(43.5)

교 재
있음 68(50.0) 17(48.6) 8(61.5) 93(50.5)

0.71
없음 68(50.0) 18(51.4) 5(38.5) 91(49.5)

1년내

사고경험

경험있음 6 (4.4) 2 (5.7) 1 (7.7) 9 (4.9)
0.56

　 130(95.6) 33(94.3) 12(92.3) 175(95.1)

계 136 (100) 35 (100) 13(1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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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보건 의식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의식 요인 중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의 인지 필요성은 안전보건 

평가 수준인 하군이 총 40.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 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상군이 총 52.7%이고 하군이 총 25.5%를 차지했다. 연구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사고발생 위험요소 항목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상

군이 총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속 연구실이 위험하다고 인지한 안

전보건 평가 하군에서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상군이 중

군과 하군에 비해 3배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의하였다(P<0.05). 

  안전보건교육 도움 정도 항목은 도움이 된다는 상군이 87.5%로 대부분을 차

지했다. 안전보건 평가 정도에서 소속 연구실이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하군에

서 총 87.5% 중 3.9%를 차지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실험전 보호구 착용 항목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의식으로 반드시 착용이 필요하다는 상군은 총 83.2%를 차지했고 소속 연구실

이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하군에서 총 83.2% 중 1.6%를 차지했으며 유의하였다

(P<0.05)(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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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의식의 분포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

상 중 하 N p 값

안전보건 의식

연구실안전환경

조성법

상 32(23.5) 4(11.4) 4(30.8) 40(21.7)
0.146중 53(39.0) 11(31.4) 6(46.2) 70(38.0)

하 51(37.5) 20(57.1) 3(23.1) 74(40.2)

책임자안전보건

경영방침

상 66(48.5) 25(71.4) 6(46.2) 97(52.7)
0.049중 31(22.8) 7(20.0) 2(15.4) 40(21.7)

하 39(28.7) 3 (8.6) 5(38.5) 47(25.5)

비상응급

조치계획

상 121(89.0) 29(82.9) 9(69.2) 159(86.4)
0.149중 13 (9.6) 6(17.1) 4(30.8) 23(12.5)

하 2 (1.5) - - 2 (1.1)

사고발생

위험요소

상 126(92.7) 25(71.4) 10(76.9) 161(87.5)
0.002중 10 (7.4) 9(25.7) 3(23.1) 22(12.0)

하 - 1 (2.9) - 1 (0.5)

안전보건

교육도움

상 83(61.0) 16(45.7) 4(30.8) 103(56.0)
0.011중 52(38.2) 16(45.7) 8(61.5) 76(41.3)

하 1 (0.7) 3 (8.6) 1 (7.7) 5 (2.7)

실험전

보호구 착용

상 114(83.8) 31(88.6) 8(61.5) 153(83.2)
0.004중 22(16.2) 2 (5.7) 4(30.8) 28(15.2)

하 - 2 (5.7) 1 (7.7) 3 (1.6)

안전수칙 준수
상 97(71.4) 26(74.3) 5(38.5) 128(69.6)

0.057중 38(27.9) 9(25.7) 7(53.8) 54(29.4)
하 1 (0.7) - 1 (7.7) 2 (1.1)

유해물질 환기
상 119(87.5) 28(80.0) 11(84.6) 158(85.9)

0.468중 14(10.3) 7(20.0) 2(15.4) 23(12.5)
하 3 (2.2) - - 3 (1.6)

계 136 (100) 35 (100) 13 (1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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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보건 태도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태도 요인 중 보호구 착용여부, 타인과 협조, 실험전 정리정돈, 

위험발견시 즉시조치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10).

표 10.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태도의 분포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

상 중 하 N p 값

안전보건 태도 　 　 　 　 　

보호구착용
착용 116(85.3) 26(74.3) 11(84.6) 153(83.1)

0.296
미착용　 20(14.7) 9(25.7) 2(15.4) 31(16.9)

타인과협조

상 118(86.8) 32(91.4) 11(84.6) 161(87.5)

0.876중 14(10.3) 3 (8.6) 2(15.4) 19(10.3)

하 4 (2.9) - - 4 (2.2)

실험전 

정리정돈

상 113(83.1) 33(94.3) 8(61.5) 154(83.7)

0.074중 19(14.0) 2 (5.7) 4(30.8) 25(13.6)

하 4 (2.9) - 1 (7.7) 5 (2.7)

위험발견시

즉시조치

상 124(91.2) 32(91.4) 10(76.9) 166(90.2)

0.242중 12 (8.8) 3 (8.6) 3(23.1) 18 (9.8)

하 - - - -

계 136 (100) 35 (100) 13 (1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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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보건 지적 건수의 일반특성과 연관성

  안전보건 지적건수 요인 즉, 소화기 지적사항 유무항목에서 2.38 (95% 신뢰

구간 1.16-4.88)의 교차비를 보였으나 후드배기장치, 안전보건표시, 방화용캐

비닛, 전선손상및노출, 가스누출경보기, 기계 방호장치 항목은 유의하지 않았

다(P<0.05)(표 11)(표 12).

 

표 11.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지적건수의 분포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

상 중 하 N p 값

안전보건 지적건수 (N=184건)

후드배기장치
있음 64(47.1) 16(45.7) 3(23.1) 83(45.1)

0.25
72(52.9) 19(54.3) 10(76.9) 101(54.9)

안전보건표시
있음 98(72.1) 30(85.7) 8(61.5) 136(74.0)

0.14
38(27.9) 5(14.3) 5(38.5) 48(26.1)

소화기
있음 72(52.9) 26(74.3) 9(69.2) 107(58.1)

0.06
64(47.1) 9(25.7) 4(30.8) 77(41.9)

방화용캐비닛
있음 86(63.2) 24(68.6) 7(53.9) 117(63.6)

0.63
50(36.8) 11(31.4) 6(46.2) 67(36.4)

전선손상노출
있음 32(23.5) 10(28.6) 3(23.1) 45(24.7)

0.81
104(76.5) 25(71.4) 10(76.9) 139(75.5)

가스누출경보기
있음 20(14.7) 6(17.1) 2(15.4) 28(15.2)

0.93
116(85.3) 29(82.9) 11(84.6) 156(84.8)

방호장치
있음 7 (5.1) 3 (8.6) - 10 (5.4)

0.48
129(94.9) 32(91.4) 13 (100) 174(94.6)

계 136 (100) 35 (100) 13 (10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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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지적건수와의 관련성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

Crude Adjusted

OR 95% CI OR 95% CI

안전보건 지적 건수

국소배기장치
있음 1 1

0.69 (0.35-1.33) 0.70 (0.36-1.38)

안전보건표시
있음 1 1

1.34 (0.62-2.91) 1.33 (0.59-2.96)

소화기
있음 1 1

2.33 (1.14-4.78) 2.38 (1.16-4.88)

방화용캐비닛
있음 1 1

1.01 (0.51-1.97) 1.04 (0.52-2.06)

전선손상및노출
있음 1 1

1.17 (0.56-2.48) 1.16 (0.47-2.47)

가스누출경보
있음 1 1

1.14 (0.47-2.7) 1.16 (0.47-2.82)

방호 장치
있음 1 1

1.09 (0.26-4.4) 1.19 (0.2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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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보건 수준과 연관성

  주관적 안전평가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상태를 살펴보기위해 카이제곱 검정

(P<0.05)과 평가자간 일치도를 실시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표 13). 

표 13.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의 분포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

상 중 하 N χ² Kappa

안전보건 수준

2 등급 60(44.1) 11(31.4) 6(46.2) 77 (4.9)

0.3 0.0763 등급 51(37.5) 20(57.1) 5(38.5) 76(41.3)

4 등급 25(18.4) 4(11.4) 2(15.4) 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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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가 연구실 안전보건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조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주체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항목에 관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관련이 있었다(p<0.05). 그러나 전문가가 판단한 

연구실 안전보건 등급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연구 주체장의 확고

한 안전보건 경영지침과 정책적으로 안전보건 계획이 세워지고 장기적으로  

실시되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보건 의식 및 태도가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

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와 안전보건 교육요인인 연간 교육

시간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가 판단한 연구실 안전보건 수

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p<0.05). 각 대학이 실시한 안전교육 시간은 총 

95.4%가 법적 교육시간인 12시간에 미치지 못했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항).  

 대전교육과학연구원(2000)의 창의적 재량활동에서 원인별 사고발생현황을 살

펴보면, 교육적 원인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안전의식의 불충분, 경험

훈련의 미숙, 안전교육지식 불충분등이 있다고 하였다. 

  박인규(2011)는 연구실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41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내 연구실

험실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평균 비치율은 24.9%, 유해물질 표지의 평균 부

착율은 53.0%를 보였다. 

  김유경(2010)는 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치 22건(91.7%), 미 비치 2건(8.3%), 안전표시 보유 여부에서

는 보유 16건(66.7%), 미 보유 8건(33.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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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최소한의 법적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폭넒은 안전보건지식을 연구활

동종사자들에게 이수시켜 실험시 잠재위험요인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시키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와 태도는 관련이 없었으나 안전보

건 수준 평가에서는 최근 1년내 일어난 사고와 관련이 있었다(p<0.05). 

  김주영(2001)은 안전사고의 원인은 부주의가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자신의 부주의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강대열(2005)은 안전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고를 예측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전의식이 높아질수록 안전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낮은 안전의식과 부주의로 인해 불시에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미착용시 확고한 제재

가 필요하다. 

  박인규(2011)는 화학 약품을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신체에 묻었을 경우, 피

부흡수와 화상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비상샤워시설, 세

안장치가 대표적인 시설이다. 세안장치(eyewash fountain)는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일차적인 응급조치로써,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5 m 이내, 또

는 15∼30초 이내에 도달할 수있는 위치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함

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샤워장치(safety shower)는 화학물질이 피부

나 옷에 튀거나 묻었을 때 샤워장치로 씻어내고 산, 알칼리, 기타 부식성물질 

등의 화학물질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키에 맞

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항상 사용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국산

업안전공단, 2006) 화학계열 연구실험실이 30.3%의 가장 높은 세안기 설치율

을 보였고 그 다음 순으로 환경 및 산업보건계열 22.6%, 생명과학계열 

17.0%로 나타났으며 전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분야별 안전보건 지적 건수 요인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소속 연구실 안전   

보건 평가는 연관성이 적으나 전문가가 판단한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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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p<0.05). 전문가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내 잠재된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시각차를 줄이고 안전보건 시설을 올바르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 안전적응 훈련, 안전 캠페인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법 내용의 인지 항목에서 ‶하‶ 군이 전체의 40.2%를 점

유하고 있어 부정적이었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권리 및 준수 의무를 지킬 수 있

도록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 주체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에 관한 요인 중 세부지침

의 내용, 세부지침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활동상황, 지침의 미준수시 제재

현황 등과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요인 중 실시된 안전보건 교육 내용, 법적교

육시간 미준수 이유, 안전보건 교육의 미준수시 제재 규정 및 방법, 안전보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 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와의 연관성을 밝히

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문가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내 잠재된 위험요소를 인지하

는 시각차가 명확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충분하지 못항 안전보건 의식과 연

구 주체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철저한 연구 주체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현장 안전적응 훈련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보건 의식 및 태도

를 고취시키고 실험전에 사전 안전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등 잠재위험 요소의 

정확한 예지능력을 키우고 즉시 조치하는 것이 양질의 인재를 보호하고 연구

실 사고예방 및 지속적인 안전보건 유지에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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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가 연구실 안전보건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12년 11월 1일부터 동년 11월 31일까지 30

일간 수도권 소재 대학교 1개와 지방소재 2개 대학교, 총 3개 대학교의 184개 

각 연구실에서 1명씩 임의 선정하여 총 184명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정밀안전검사 결과 2등급 연구실 77개(41.8%)로 가장 많았고, 3등급은 

76개(41.3%), 4등급은 31개(16.9%)로 가장 적었다. 연구원은 76.6%가 남자였

으며, 석사과정 학생이 57.1%로 가장 많았다. 

둘째, 안전등급과 사고 경험의 관계를 보면 3등급과 4등급 연구실은 각각 5건

(6.6%)과 4건(12.9%)의 사고가 있었지만 2등급 연구실에서는 사고경험이 없었

다. 안전등급과 안전보건의식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련성은 없었으며, 안전태

도에 있어서는 2등급 연구실에서 착용율이 93.5%로 가장 높았다. 안전등급과 

안전보건 정밀검사의 지적 건수는 모두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 등

급이 낮을수록 지적 건수가 많았다. 

셋째, 주관적 안전평가는 연구원들의 일반적특성과 관련이 없었으며, 안전교

육이나 사고 경험과도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주관적 안전평가등급은 연구책

임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사고발생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착용과 밀

접한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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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와 안전보건 의식 

사이에 관련이 있었고 연구실 안전보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건수 요인

과는 관련이 없었다. 연구실내 잠재된 위험 요인의 정확한 인지와 안전보건 

의식이 안전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실 안전보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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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본 설문을 통해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주관적 안전보건 평가가 연구실험실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위 논문에 필요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공개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 , 제34조 )

  본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신 연구활동종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 구 자 : 김 주 홍

                                                       지도교수 : 원 종 욱

                  본 설문 작성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mail : sadona@naver.com

부 록

< 설문지 >

      

1. 귀 연구 실험실 명칭은?   (                                     ) 연구 실험실

2. 귀하의 현재 신분은?  ① 학부생   ② 대학원생   ③ 조교   ④ 연구원   ⑤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4. 소속 연구실험실의 참여 년수는?   ① 6개월미만  ② 6개월~1년미만  ③ 1년이상  

 

5. 하루 평균 실험시간은?  ① 2시간미만   ② 2~4시간   ③ 4~8시간   ④ 8시간이상

   

6. 귀하는 실험실 안전보건 교육을 연간 몇 시간 받으십니까?

  ① 2시간미만   ② 2~4시간미만  ③ 4~8시간미만   ④ 8시간이상   ⑤ 교육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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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보건교육 방법은( ①강의식   ② E-런닝(동영상강의) )를 이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①외부강사 ②지도교수 ③안전관리자 ④기타 )가 진행한다.  

9. 안전보건교육 교재는( ①연구실에 비치  ②연구실에 미비치   ③기타 )한다. 

10. 귀 연구실험실의 안전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5점 만점 )

  ① 1점 (매우 위험)    ② 2점     ③ 3점(보통)    ④ 4점    ⑤ 5점 (매우 안전)

11. 귀하는 최근 1년내 실험 중 사고를 당한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2. 사고를 당한적이 있다면 사고 원인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불안전한 행동(부주의)   ② 불안전한 상태(환경)   ③ 기기고장    ④ 기타

13. 실험 전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까?    ① 착용    ② 미착용    ③ 기타

14.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① 불편    ② 동료등 남을 의식    ③ 착용방법을 모름    ④ 적절한 보호구 없음

15. 안전한 연구실험실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안전의식 고취    ② 연구 책임자의 안전경영 방침    ③ 전문 안전교육 필요 

  ④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⑤ 환경개선 (조명,소음.온도,먼지,냄새)  

  ⑥ 안전보호구 세안비치    ⑦ 실험시작전 실험계획 수립     ⑧ 안전시설 및 설비

필요    ⑨ 쉽고 빠른 위험성평가 기법개발,적용  ⑩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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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생각 또는 행동과 일치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6.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연구 주체장의 안전경영방침이   

    있고 잘 지켜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연구실험실내 비상 응급조치 

    계획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연구실험실의 사고발생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안전 보건교육이 안전한 실험

    진행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실험 시작전 안전 보호구 착용

    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실험실 안전보건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실험 중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실험 중 타인의 안전/보건을 

    위해 동료간 협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실험전에 주변의 안전/보건 

    상태의 정리 활동을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실험 중 위험요소발견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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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연구실명 날   짜 관리상태

안전관리자 
등급

안전↔위험 

1급 2급 3급 4급 5급 양호

하다

개선

필요1 2 3 4 5 6 7 8 9 10

Ⅰ. 보 건 (7문항)

1.구급약 비치 상태 세안 및 비상전신샤워설치여부

2.실험실에서 음식물 보관 및 섭취 시약방폭냉장고

3.적절한 보호구(유기화학용,세균,바이러스용)비치

4.실험폐기물(유기용제,가연성등)전용박스와 덮개사용 

5.흄후드 가동 및 유속 여부 (0.4m/s 이상) 

6.납땜등 금속흄 작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7.유리,바늘등 손상성폐기물은 합성수지용기에 관리 및 폐기

Ⅱ. 일 반 (6문항)

1.실험대 상단에 낙하위험 적재물이 있는지 

2.실험대에 시약, 깨지기 쉬운 기자재방치등 정리정돈 

3.유해화학물질 또는 "Bioharzard" 경고 안전표지판 여부

4.보행통로에 장애줄 수 있는 물건, 수도배관, 전선노출상태 

5.간이침대 사용

6.비상연락망 및 연구실 안전수칙, 안전보건 교육자료 비치. 

Ⅲ. 소 방 (6문항)

1.출입구는 비상시탈출가능하도록 공간확보 여부

2.소화기 위치표시 및 적정 압력유지 점검 여부

3.출입문이 철재 방화문인지 여부

4.피난유도등 설치 여부

5.전열기가 콘센트,플러그,가연성,인화성물질과 접근위치

6.실험실 천장에 열, 연기감지기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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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명 날   짜  관리상태

안전관리자 
등급

안전↔위험 

1급 2급 3급 4급 5급 양호

하다

개선

필요1 2 3 4 5 6 7 8 9 10

Ⅳ. 화 공 (6문항)

1.라벨(품명,관리자,날짜등)부착,MSDS,시약장 관리 

2.선반, 시약장에 안전바 설치 여부

3.바닥에 방치된 폐시약병등 및 발열근처 여부

4.방화용캐비닛 및 챔버내부, 시약장에 시약 혼재 여부

5.폐시약통, 시약병에서 인화성 증기누출 여부

6.아세톤, 알코올등 인화성물질 다량보관 여부

Ⅴ. 전 기 (6문항)

1.접지 멀티콘센트 벽, 바닥에 미고정 사용 여부

2.비접지 콘센트 및 벽면 콘센트 노출 여부

3.MCC판넬, 분전함 앞에 적치물배치 여부

4.차단기용량과 허용전류에 맞는 케이블굵기, 링터미널사용

5.분전함 차단기에 부하별 이름태그부착, 충전부보호커버

6.전선케이블의 피복손상, 케이블트레이 미사용으로 노출

Ⅵ. 가 스 (7문항)

1.가스용기 전도방지 장치

2.에틸렌,수소,일산화탄소,LNG,LPG 누출경보장치

3.미사용 용기 보호캡설치 관리

4.충전기간 경과 용기 및 빈 용기 관리

5.가스배관에 물질명, 흐름표시하여 관리

6.용기밸브와 호스밴드 견고히 고정하여 관리

7.액화질소 용기 사용장소의 환기관리

Ⅶ. 기 계 (4문항)

1. 연구실 안전설비(비상샤워,세안기) 설치

2. 사용하지않는 장비, 기계 이동통로에 방치

3. 장비 취급 안전표지 및 매뉴얼 게시

4. 베임,협착,감전등 위험부분 덮게등 방호장치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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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시행 2012.9.14]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9호, 2012.9.14,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안

전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및 기록 유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 도면, 레이아

웃배치도, 안전설비, 화학물질(약품)목록, 보호장구 관리 및 연구활동종사

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유지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시설 보수·

보완공사 관련자료

  2. 화학물질(약품) 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

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갈음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4. 기계기구·설비장비 명세서 및 이력카드, 안전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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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

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실시시기 및 주관부서, 담당자

  2. 자체 또는 위탁여부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일수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분야별 인원

  4.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분야 및 각 분야별 점검, 진단항목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

  6.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목록

  8. 기타 관련된 사항

        

제2장 안전점검

제5조(일상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

작 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

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시 즉

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결과 기록 및 미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

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일상점검 실시내용은 별표 1과 같고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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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수정할 수 있다.

제6조(정기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전기·가스 등의 설비기능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성능유지 여부 등을 장

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

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물적인 면에서 물리

화학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

다. 

  1. 육안점검과 법정측정기기 등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측정값을 점검결과에 기입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가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체 없

이 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해 연구실책임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

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점검자는 해당 연구실의 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호구는 사용 후 최적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③ 정기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

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당해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

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 화재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

한 경우 동종의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별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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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특별안전점검 결과의 보고서에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

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함부위를 보고

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의 측정값 등 근거자

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안전진단

제8조(실시 방법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 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세부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시 당해 연구실 책임자는 직접 또는 당해 연구실내의 기술

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관련자를 지정하여 입회시켜 정밀안전진단이 원

활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진단기간 동안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보호장비 등 필요한 개인보호 장구를 항

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공안전 확보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을 갖추고, 

진단 시 해당 분야별 점검자로 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시 각 연구실에 적합한 동

법 시행령 별표4의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측정하

여 분석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입한다.

  ⑦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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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점검ㆍ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제9조(진단의 실시내용) ① 정밀안전진단은 외관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를 사

용하여 연구실내ㆍ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평가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결과의 보고서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정밀진단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및 점검

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①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한 경우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자는 연구실별로 그 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

과가 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

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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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9호, 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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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ubjective Safety and Health Assessment of 
the workers for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infected on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Ju Hong K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that subjective safety and health 
assessment of the lab workers for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infects on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at 184 research 

laboratories of 3 Universities.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26 items such as 

Research activities, safety knowledge General, worker's health and safety 

consciousness and attitude.

Subjective safety and health assessments and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and attitudes were divided into 3 Classes, compared with the safety ratings of 

the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sults in each laboratory.

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cision safety inspection grade 2 was the most 

distribution as 77 Labs(41.8%), grade 3 was 76 Labs(41.3%), grade 4 was the 

lowest position as 31Labs (16.9%). And 76.6% of Researchers were male, Masters 

students (57.1%) was the mos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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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of safety ratings and accident experience, 

each grade 3 and grade 4 Laboratory have 5 cases (6.6%)of the accident and 

grade 4 has 4 cases(12.9%) of the accident but there is no the accident 

experience in the Grade 2 lab. There was no meaningful association between 

safety ratings and safety health consciousness, In the safety attitude,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wearing rate was 93.5%, the highest in grade 

2 lab. Safety ratings and the number pointed out in health and safety 

inspection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Lower grade showed much more cases 

pointed out. 

3. There are no relevant between Subjective Safety Assessmen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er, also no relevant to safety education and 

accident experience. However, subjective safety ratings was closely related to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y of the research director, the accident 

risk factors, health and safety training and PPE wearing.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bjective safety and health Assessment wa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awareness of research activities workers but no 

related to a number of factors pointed out affecting to the safety and health 

level in Lab.

Sufficient lab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is required so that the 

accurate perception of potential risk factors and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can lead to a safe attitude.

Key words: precision safety diagnosis, laboratories, research activities workers, lab 

safety, lab safety and 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