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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발전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작업환경개선은 중요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니지를 활용하여 개

발된 작업환경개선 모델을 제조업(뿌리산업 중심)적용하고, 그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를 위한 지표는

‘가시화(숫자, 색상, 구획)’,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안전(화재, 유해/위험물질, 보건 및 설비, 전기, 안전

(교육))’, ‘관리체계(생산, 품질, 물류, 안전/환경(인지))’, ‘리더십&전략(경영자의 의지, 전략)’의 다섯가지로 구성하였다.

4가지 뿌리산업분야의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모델을 적용하여 적용 전/후의 만족도를 평가지표를 기준으

로 평가하였다. 모든 지표에서 만족도는 증가하여 작업환경개선 모델의 필요성과 사용성은 긍정적이었으나, 적용에 있

어 일부 한계점도 있었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are faced with developments and improvements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dopting new technologies into the enterprise and improving safety in the factory were the main

issues for all SMEs in Korea. For that working environment would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industry. In this

study,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based on signage was applied to SMEs (root enterprises), and its

usability was evaluated. The evaluation index consisted of five categories: ‘Visualization (number, color, compartment),’

‘5S (sort, set in order, shine, standardize, sustain),’ ‘Safety (fire, hazard/hazardous substance, health and facility, electricity,

safety (education)),’ ‘Management system (production, quality, logistics, safety/environment (cognition)),’ and ‘Leader-

ship & Strategy (management's will and strategy).’ Six enterprises in four different root industrie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evaluation index by applying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They assessed the satisfaction of the

model (before and after). Satisfaction increased across all indicators, and the need and usability of the workplace improve-

ment model were positive, but there were also some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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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소기업(中小企業)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금,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및 종업원 수 등의 규모가 대기업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이야기한다. 2020년 기준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7,295,393개, 종사자 수는 17,541,182명으

로 전체 산업 종사자(21,580,496명)의 81.3%를 차지하고 있

다(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참조).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가 경

제와 고용을 담당하는 주체로 중소기업의 재정 건정성 유

지 및 꾸준한 기술혁신 활동을 보장하여 경제성장 및 국가

혁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인력적·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경제환

경 및 정부 정책 변도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

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체라는 불

명예도 가지고 있다. 정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기

업에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재해율은 아직도 높은 수

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중대 재해 처벌법의 시행

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게 부과되며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4차산업혁명을 통하여 스마트공장

의 도입으로 제조혁신, 물류 최적화, 동선 최적화 등을 기

업에 적용하려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기반 고도화로 작업환경 개선, 리드타임 최소

화, 생산성 향상, 공정품질 보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Lee, 2017; Jeong, 2021; Noh, 2017; Kwon, 2021;

Jung, 2020; Lee, 2021). 스마트공장 누적 보급 개수(정부 주

도(정부), 민간주도(민간))는 2014년 227개에서 2020년

19,799개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금

속가공, 기타 제조업 등에서 특히 증가하였다(Figure 1, Table

1, 스마트공장 업종별 보급현황(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

트제조혁신추진단)(Smart factory 디지털 라이브러리)).

2020년 기준 스마트공장 단계별 설치현황을 보면 기초단계

가 전체의 7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 1단계는 20.29%

로 대부분 설치된 스마트공장은 초기 단계임을 확인할 수

Table 1. Status of smart factory by Industry (Smart factory 디지털 라이브러리)

업 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자동차 부품 41 21 226 65 235 187 382 122 336 52 405 249 500 220 3,041

기계·장비 18 29 78 65 175 41 261 79 387 156 490 303 918 399 3,399

금속가공 27 18 75 29 127 69 201 50 268 90 281 248 473 236 2,192

고무제품·플라스틱 12 11 58 29 94 52 125 61 172 47 185 139 250 150 1,385

전자부품 등 6 21 45 45 73 51 108 52 141 74 167 128 231 182 1,324

전기장비 6 5 44 7 44 18 91 28 136 47 153 132 188 172 1,071

화학제품 5 5 18 8 49 17 73 13 112 31 144 75 211 82 843

1차 금속 9 5 25 8 38 11 65 17 99 28 91 69 143 67 675

섬유제품 4 1 15 7 27 26 82 16 81 16 94 45 151 66 631

식료품 5 - 9 7 24 11 65 19 87 37 173 88 433 176 1,134

의료정밀기기 3 2 13 8 29 12 34 11 99 19 131 59 231 94 745

기타 제조업 8 7 38 17 89 36 172 55 237 76 323 284 660 356 2,358

비제조업 - 8 15 9 10 15 19 2 66 6 183 118 341 209 1,001

총계 144 133 659 304 1,014 546 1,678 525 2,221 679 2,820 1,937 4,730 2,409 19,799

Figure 1. Number of Smart factory in Korea (Smart factory 디지

털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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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mart factory 디지털 라이브러리). 

국내 제조업의 산업재해 현황(안전보건공단, 2015년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 참

조)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60%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78.3%를 기록하였다. 연령

별로 보면 5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 재해 발생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72.1%에 달한다. 이러한 산업재

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에 관

련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된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

안 마련 연구’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34%), 안전 검사 및 진단(24%), 작업환경진

단(15%), 전문화된 기술 지도(15%)로 나타났으며, 작업환경

의 개선 및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Chang, 2020). 중

대 재해 사례와 진단(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보면,

중대 재해 사례 유형 8가지(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깔

림, 화재·폭발, 누출, 질식)의 원인은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

전표지 미설치, 식별표지 미부착, 명칭 미기재, 안전보건교

육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전 수칙

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식별표지 부착 및 표기, 정기교육, 훈

련 등이었다. 

뿌리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제공되는 소재‧부품의 품질과 생산성 등을 좌우하는 핵심적

인 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고

소비 산업, 환경 유해 업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여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있다. 뿌리산업은 제품의 형상 제조 공

정(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과 소재에 특수기능을 부여

하는 공정(열처리, 표면처리)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으로 에너지와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

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이니지(signage)란 신호 또는 신호체계를 의미하며, 현

재는 누군가에게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적 구조물’, 교

통 신호등, 간판, 식당 메뉴판, 도로 표지판, 대형스크린 등

의 ‘미래형 의사소통(communication) 수단’, 공장의 공정 모

니터링 등 정보 전달 등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의미

로 쓰이고 있다(Figure 2). 공장의 경우 안전표지, 선과 색

상을 통한 공간 구분, 작업지시정보 제공, 공간 안내, 정보

전달 및 공장 슬로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외 제조기

업 관련 사이니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장에서 사용되는 주

사이니지(안전표지, 선과 색상을 통한 공간구분, 작업지시

정보 제공 등)와 기타 사이니지(공간 안내, 정보 전달 및 공

장 슬로건 등 표시)는 국가적 위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안

전표지 사용하고 있으며, 안내 보다는 안전을 중심으로 주

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Lee, 2020). 또한 기타 목적으로 청

결, 정리정돈, 안내(각 공정 표기 등)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

으며, 일부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

하여 활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고

도화와 스마트 공장화 준비를 위하여 공정을 작업단위로 구

분하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공간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친화성 향상, 환경 개선에 의한 고용 증대 기대, 기업이미

지 상승을 통한 고객 확보 등의 부가적인 이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이니지 기반의 작업환경개선 모델을

실제 뿌리기업에 적용하고, 환경적인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작업환경개선 모델의 평가는 설문

방식으로 ‘가시화, 5S, 안전보건(표식), 관리체계, 리더십과

전략’의 5가지 항목을 적용된 뿌리기업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1. 작업환경개선 모델

현재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표지는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및 지원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

용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그 사용범위를 한정하기가 힘

들어 권고 형식으로 대부분 사용 중이며, 일부 안전/환경에

대한 표지는 그 위험성에 따라 필수 항목으로 일부 사용되

고 있다. 따라서 각 업종별 또는 기업 규모별 일정한 가이

드(guide)가 필요하다. 작업환경개선 모델(Table 2)은 이러한

Figure 2. Examples of signage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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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을 고려한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 되었으며, 중소제조

기업 중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모델의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현장의 혁신은 ‘기본’을 갖추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며, 많은 중소기업이 기본을 갖추기 위하여 3정

5S(3정: 정량, 정품, 정위치, 5S: 정리(Seiri), 정돈(Seidon), 청

소(Seosoh), 청결(Seiketsu)을 습관화(Shitsuke))를 도입하고

지키려 한다. 이러한 기본을 통하여 스마트기술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대

하고 있다. 또한 3정5S를 통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어, 많

은 기업이 자문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콜드체

인뉴스(2021), FA 저널(2017), 가스신문(2021), 뉴시스(2019),

중기이코노미(2022), 매일경제(2021)). 작업환경개선모델의

구성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평가 및 관리 지표

평가 및 지속관리를 위하여 스코어카드를 구성하였다. 5

가지의 항목을 각 구성요소별로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를 수

행하였다(Table 3). 

3. 작업환경개선 모델 적용

작업환경개선 모델 적용을 위하여 총 6개의 뿌리기업(표

면처리 2개 기업(A1, A2), 열처리 2개 기업(B1, B2), 용접

1개 기업(C), 소성가공 1개 기업(D))을 선정하였다. 기업 선

Table 2. Contents and components of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항목 설명 구성요소

블럭지정 가이드: 배치의

법칙

작업환경개선 모델 적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내

용에 대한 설명

통로확보, 블록설정, 흐름화, 정류화, 입식/다공정 작업, 유연성,

리드타임최소화, 생산성향상, 공정품질보존, 환경안전, 효율적인

배치 설계 기본원칙

NCL(숫자, 색상, 선)가

이드

눈으로 보는 관리의 일환으로, 관리 항목의 이상과

변화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숫자관리 가이드, 색생관리 가이드, 선관리 가이드

지정서체
이미지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서체지

정에 대한 가이드
국문지정서체, 영문지정서체

지속관리시스템: 스코어

카드

작업환경개선 모델 적용 및 지속관리를 위한 주요

항목(5개)을 구성

픽토그램
공장 내부 가시도가 높은 위치에 부탁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수행

안전(금지, 경고, 지시, 안내 글 표기를 위한 모형), 환경, 보건위

생, 특수목적(뿌리산업 6개 업종)

동기부여 및 지속관리 가

이드

개선된 환경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기본 갖추기’를

위한 요소에 대한 내용

3정5S활동(5S활동,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요약), 3정5S

포스터, 지속관리 게시판

작업환경개선모델 적용

가이드

작업환경개선모델 적용시 기업의 상황에 맞게 결정

할 수 있도록 안내

Table 4. Company information selected to apply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기업

규모
종업원 수 업종명 실증공정

공장면적

(㎡)
주생산품

매출액

(20년, 백만원)

A1 중기업 88 제조업 표면처리 7,361 자동차변속기 부품 38,010 

A2 중기업 167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 4,136 전기차단기, 퓨즈, 에칭 35,968 

B1 소기업 6 제조업 열처리 1,157 산업용 감속기 850

B2 소기업 9
금속

열처리
열처리 1,206 Shaft 고주파열처리 806 

C 소기업 27 제조업 용접 4,998 굴삭기, 지게차의 부품(페달 및 레버류) 5,466 

D 기타 150 서비스업 소성 3,109 서비스 90,914 

Table 3. Evaluation and Management Indicator Items and Components

항목 구성요소

가시화 숫자관리, 색상관리, 구획관리

5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안전 화재, 유해/위험물질, 보건 및 설비, 전기, 안전(교육)

관리체계 생산, 품질, 물류, 안전/환경(인지)

리더십&전략 경영자의 의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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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사업개요, 지원내요 및 조건,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

법,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사업공고로 공개 지원을

통하여 진행되었다(Table 4). 특히 작업환경개선 모델 적용

범위를 공장 1개 지역(1개동 또는 650 ㎡)으로 제한하고, 바

닥공사 및 배치 정리는 제외하여 각 기업간 공정성을 기하

였다(제안된 작업환경개선 모델 전‧후 비교는 Appendix를

참고). 

선정된 기업에 작업환경개선 모델 적용 및 평가를 Figure

3과 같은 단계로 수행하였다. 1단계로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방문 평가와 기업자체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단계에서

컨설팅을 통한 내부평가 및 기업과 문제사항을 논의하였

다. 3~4단계에서 개선점을 목록화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 및

정리 하였다. 5단계에서 추가적인 기업의 업종에 맞는 픽토

그램 등을 개발하고 개선점 바탕으로 적용사항 등을 개발

하였다. 6단계로 개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하고, 마지막(7

단계)으로 실증 후 스코어카드(score card)로 재평가 하여 전

‧후 비교 및 피드백을 통한 방향성 제시를 수행하였다.

각 기업별 1~4단계 모델 적용 단계를 수행하여 각 평가 항

목별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전체 275건의 개선사항을 목

록화 하였으며, 각 항목별 수는 Table 5 및 Figure 4와 같다

. 각 기업별 개선사항은 30건 내외(B1 기업 제외)로 나타났

으며, 가시화 및 안전 관련 개선사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과 및 고찰

기업별 개선사항을 항목별(가시화, 5S, 안전, 관리체계, 리

더십&전략) 분류하여 작업환경개선 모델 적용 전‧후의 점

수를 산정하였다(Table 6). Figure 5와 6은 개선 후 개선전

에 비해 항목별로 증가한 점수를 비교하였다. 가시화의 경

우 표면처리 기업의 증가가 높았으며, 열처리의 경우에는 경

향성을 찾기 힘들었다. 5S 및 안전보건의 경우 대부분의 기

업에서 증가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체계의 경우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증가량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리

더십&전략은 중기업(표면처리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

면, 가시화의 경우 숫자 보다는 색상 및 구획관리에서 개선

이 더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5S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감

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청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에

서 그 증가 점수가 가장 작거나 없었다. 안전보건의 경우 기

업별로 공정에 따라 구성요소의 증가는 상이하였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증가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관리체계는

Figure 3. Steps to apply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Table 5. Number of improvements of each company

A1 A2 B1 B2 C D 합계 

가시화 4 15 30 7 7 12 75

5S 9 3 28 7 8 4 59

안전 12 6 42 10 9 9 88

관리체계 5 3 21 4 6 6 45

리더십&전략 1 - 6 1 - - 8

합계 31 27 127 29 30 31 275

Figure 4. Classification of improve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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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cores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기준점수
A1 A2 B1 B2 C D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가시화

숫자관리 6.0 2.8 4.4 2.8 3.2 2.2 2.6 1.6 1.6 1.6 2.4 0.0 0.0 

색상관리 7.0 2.2 5.0 0.4 3.6 2.4 4.2 1.6 2.4 2.8 4.6 1.6 2.2 

구획관리 7.0 3.4 4.8 1.8 2.8 2.8 5.2 2.4 3.2 2.8 4.6 0.0 3.8 

　소계 20 8.4 14.2 5.0 9.6 7.4 12.0 5.6 7.2 7.2 11.6 1.6 6.0 

5S

정리 6.0 3.0 4.0 2.4 3.6 2.0 2.8 3.2 3.2 2.8 3.2 4.0 4.2 

정돈 6.0 3.0 3.8 1.2 2.6 2.2 2.8 3.2 3.2 2.0 2.8 2.0 4.0 

청소 4.0 1.8 2.2 1.0 1.2 1.6 1.8 2.4 3.2 1.2 2.0 1.2 2.2 

청결 1.0 0.4 0.6 0.4 0.6 0.4 0.4 0.4 0.6 0.2 0.4 0.6 0.6 

습관화 3.0 1.8 2.6 0.2 0.4 1.2 1.6 1.4 1.8 0.8 1.8 0.8 0.8 

　　소계 20 10.0 13.2 5.2 8.4 7.4 9.4 10.6 12.0 7.0 10.2 8.6 11.8 

안전보건

화재 7.0 2.4 2.4 2.4 4.4 2.8 5.2 4.0 5.2 3.4 4.6 3.2 5.4 

유해/위험물질 4.0 1.4 3.0 1.6 2.8 1.8 3.0 2.0 3.0 2.2 2.6 0.8 0.8 

보건 및 설비 6.0 2.8 4.0 2.0 2.8 2.4 3.4 2.4 2.4 1.6 2.8 3.6 4.0 

전기 2.0 0.8 0.8 1.2 1.6 0.6 1.2 1.2 1.6 1.6 2.0 1.0 1.0 

안전(교육) 1.0 0.6 0.8 0.2 0.4 0.4 0.4 0.6 0.8 0.2 0.4 0.4 0.4 

　소계 20 8.0 11.0 7.4 12.0 8.0 13.2 10.2 13.0 9.0 12.4 9.0 11.6 

관리체계

생산 5.0 2.0 2.0 2.4 2.4 1.4 1.8 3.6 4.0 1.8 1.8 2.6 2.6 

품질 5.0 1.8 2.2 2.4 2.4 2.0 2.0 3.6 4.0 2.4 2.4 2.4 2.4 

물류 5.0 2.0 2.0 2.4 2.4 1.4 1.8 3.6 3.6 1.4 1.6 1.4 1.4 

안전/환경 5.0 2.0 2.4 2.8 3.2 1.8 2.4 3.2 3.6 1.4 2.4 2.6 2.8 

　　소계 20 7.8 8.6 10.0 10.4 6.6 8.0 14.0 15.2 7.0 8.2 9.0 9.2 

리더십
경영자의 의지 6.0 2.0 4.4 1.6 4.0 2.0 2.8 4.4 4.8 3.2 3.6 2.0 2.2 

전략 14.0 5.2 9.6 3.6 7.2 4.4 4.4 7.6 9.6 5.2 5.2 1.8 2.2 

　　소계 20 7.2 14.0 5.2 11.2 6.4 7.2 12.0 14.4 8.4 8.8 3.8 4.4 

총점 100.0 41.4 61.0 32.8 51.6 35.8 49.8 52.4 61.8 38.6 51.2 32.0 43.0 

Figure 5. Increase score after improvement by item applied to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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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모델의 적용으로 크게 변화를 느끼기가 힘들

며, 장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리더십&전

략 부분에 있어서는 표면처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개

선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증가 평균을 보면, 표면처리 기업의 경우 개선 전

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기업은 대부분

Figure 6. Score increase before/after applying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for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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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ure 7(a)). 항

목별 점수 증가를 보면 가시화와 안전보건, 리더십&전략 순

으로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작업환경개선 모

델을 적용하고 평가가 바로 이루어져 시간적으로 충분한 변

화를 느끼기 어려운 점과 시각적으로 확인이 바로 되는 부

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리더십&전략의 항목은 3정

5S를 강조하는 포스터를 중심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서 항상 중시하고 있지만 강조하기 힘든 부분을

시각화 하여 개선 전/후 비교에서 높은 평가가 된 것으로 판

단된다. 관리체계의 경우, 중소기업 특성상 생산현장을 재

구성(rearrangement, layout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 기존의 생

산 현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점

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체계는 쉽

게 변형이 힘든 부분으로 추후 공장을 새로 구성하거나, 변

경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작업환경개선의 방향

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 기업별 평가는 객관적인 지표

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나, 평가자의 주관이 큰 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별 작업환경개선 전/후

의 상황이 상이하여 본 연구의 내용만으로 기업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적

작업환경개선의 효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

로 관리체계의 변화 또한 준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

구를 통하여 개발된 작업환경개선 모델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www.smart-factory.kr) 통하여 확인 및 자유롭게 사용

이 가능하다.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후 피드백을 반영

하여 개발되었으므로, 기업 공통적인 부분의 활용은 용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업별 공간의 활용이 상이하며,

설치된 기반시설 또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개발

이 필요할 것이며, 작업 편의성과 유지보수의 환경에 따라

비용 또한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

현재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변

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스마트 공장화를 위한 시도 또한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 또는 스마트공장화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구분과 작업환경의 개선이 선

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

업자의 안전 확보 및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개선모델을 뿌리산업 업종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개선 전/후를 비교 및 평가하

여 작업환경개선이 기업의 작업환경 변화에 어느 정도 기

여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총 6개 기업, 5개의 평가 항목으

로 개선 전/후의 작업환경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가시화, 안

전보건 등 단기적으로는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변화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체계는 작업환

경개선을 쉽게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후 다

양한 업종별로 중소기업에 적용 평가하여 한국형 작업환경

개선 모델을 구성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Figure 7. Average increase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by company and item (redline indicates

overal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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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igure A1. Example of applying th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before and after (panel board, Gas area, fire suppression

apparatus, etc.). 

Figure A2. Example of applying th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before and after (panel for information/guide, floor, panel

board, etc.).

Figure A3. Example of applying th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before and after (panel for information/guide, floor lines,

panel board,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