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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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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투명성,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안전보
건 경영시스템(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의 인증은 경영 프로세스를 자극하여 기업
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핵심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
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분석기법의 하나인 SWOT/AHP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첫째, 근로자의 
안전 친화적 기업 이미지의 브랜드화, 둘째, 경영성과와 연계 가능한 정량 지표화된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 프로그램
의 개발, 셋째,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제품안전 경영시스템의 연계성 구축, 넷째, 산업 맞춤
형 통합 인증시스템을 개발 등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으로 제안할 수 있다.

Abstract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mpetitiveness of an enterprise. In 
this paper, activation strategies of 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were 
systematically and quantitatively analyzed and suggested using SWOT/AHP(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y, 
Threat/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In these results, activation strategies of this system can be suggested 
as followings ; Making worker safety-friendly image of enterprise, developing the quantitative indices related to 
management results in accreditation programs of OHSMS, 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HSMS and 
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developing the customized integrated accredi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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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지
역화,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은 오늘날 국내외 기업환경변화의 
주요 양상이다. 이는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
대시키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기업들은 발 빠르게 
ISO 9001, ISO 14001, ISO/IEC 27001, TL 9000, OHSMS 
18000, ISO 22000 등의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만 건을 넘어섰다[23]. 한편,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인은 ①원가, 가격, 생산성, 제품을 사용
하기 위해 드는 비용 →②제품의 품질수준, 납기, 기능, 
디자인→③인증마크, 명성, 신속성, 브랜드, 다양한 서비
스, 공정성, 편의성, 안전성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1]. 

이와 같은 21세기 기업환경에서 경영의 범위가 확대
되고 경영 패러다임이 글로벌 경영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의 안전보건관리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투명성,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영수단
으로 인식되면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은 경영프
로세스를 자극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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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25]. 이러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호응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비용중심, 비용과 품질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에 다소 소홀하여 왔다[1]. 기업환경의 
변화된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을 활
용해야 한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에 대한 기업들
의 긍정적인 시각을 이끌어낼 수는 있는 노력의 일환으
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가치를 높이는 활성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기법의 하나인 SWOT/AHP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y, Threat)/Analytic Hierarchy 
Process)[18]를 이용하여 도출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보
다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연구와 SWOT/AHP 분석

2.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에 관한 연

구동향

국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는 주로 국내 기업의 인증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로
서 이루어졌다[3,5,7,8-10,12,13,16,17,20-22,24,27,28,31-34].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의 활성화 방법, 성공
방법, 개선방법 등의 설문문항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비율을 빈도순으로 열거한 후 단순히 빈도율이 가장 
큰 설문문항을 활성화 방안으로 나열하는 1차원적 내용
이다.

둘째, 서로 성격이 다른 경영시스템의 인증과 비교하
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이점, 성과, 효과 등의 긍정적
인 측면, 도입과 운영의 애로사항, 걸림돌, 한계점, 장벽, 
문제점 등의 부정적 측면을 설문 응답자들의 판단을 근
거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
으로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제 특성들의 활성화 방안
을 강구하고자 할 때 가치가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성을 크게 부각시키거나 누락시킴으로써 편향된 
정보에 근거한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
다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이 
혼재된 활성화 방안은 근원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의 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해당 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3,13,28], [31,34]. 이러한 연구는 해당 기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된 전략이기 때문에 동종 
기업들의 상황이 망라된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방안을 제
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해당 기업특성에 종속되어 
범용성이 결여된 활성화 방안으로서 기업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수용하기에 힘든 취
약점이 있다. 

2.2 SWOT/AHP 분석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의 첫 번째, 
두 번째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SWOT/ AHP 분석법을 적
용할 수 있다. 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 nity), 위협(Threat)분석으로서[14,26], 일반
적으로 의사결정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과 지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 및 외부의 환경을 분석하는 도구
로 사용된다[6]. 그리고 AHP 분석법을 적용하여 그 분석
체계가 매우 구조적이며 또한 이를 평가자의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판단을 근거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결국, SWOT 분석법을 사용함에 있어 정성적 분석, 요
인의 정의 문제, 요인의 중요도 결여 및 요인 발굴의 객
관성 결여문제가 지적되므로 이것을 보완하고자 AHP 분
석법을 결합한 SWOT/ AHP 분석법[18]을 최종 연구방법
으로 채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세 번째 한계점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활성화 방안이다. 이런 연구
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Machael E. Porter의 경
쟁유발 5요인 모델[11]을 SWOT 외부환경의 분석에 적용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유발 5요인은 모든 분야에서 경
쟁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기존업체 간의 경쟁, 
신규 시장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공급자의 협상
력, 구매자의 협상력 등이다. 이러한 이론의 도입에서 안
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을 구
매자로 정의하고, 이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과 기
업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다.

SWOT/AHP 분석을 적용한 인증분야에 관한  선행연
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고현우의 연구[6]와 심미나의 
연구[29]가 있다. 고현우의 연구[6]는 제품 대상의 민간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SWOT 분석을 사용하여 선정한 후 AHP 분석을 실시하
여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심미나의 연구[29]는 정보보
호 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SWOT/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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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환
경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S1.인본주의 중심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정신에 기초 
S2.임의제도로서 자율성
   강제성이 없는 법정인증의 임의제도로서 기업의 자율

적 판단에 의해 탄력적으로 도입 
S3.재해예방 및 안전비용 감소
S4.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

W1.비재무적 중심의 성과측정
    다른 분야의 인증시스템은 생산성, 품질, 비용, 이익 

등과 같은 재무적 기준으로 즉시적으로 효과 측정이 
가능한 반면 안전 경영시스템 인증은 비재무적 중심
의 성과지표로서 쉽게 측정되지 않거나 그 효과를 측
정하기 어려움

W2.ISO의 국제표준이 아니다
    대다수 인증제도가 ISO 주관의 국제표준이지만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은 자국 실정에 맞도록 개발
W3.문서화 위주의 형식적 인증준비, 운영, 유지     관리에 
치중
    형식적인 인증의 획득 준비과정, 운영 및 사후관리에

서 문서관리체계가 더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문서
화 위주로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실제 운영
관리에서의 애로사항 제기

외
부
환
경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O1.기업 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공적인 요구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과 21세기 기업의 생존전략은 고

객, 종업원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성장과 이윤추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동참하는 것임

O2.해외시장으로 진출기회의 선점화와 확대 제공
   교역조건으로서 안전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선진국의 움

직임과 Blue Round(세계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의 무역협정)의 등
장이후 통상의 규제 수단으로 부상

O3.정부차원의 규제강화
   안전보건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한 안전보건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
는 재해다발 기업등에 대한 각종 입찰제한 및 작업중지 
등의 규제가 강화

O4.통합시스템의 수요 증대
   통합시스템의 인증획득은 기업의 국내 경쟁력임과 동시

에 미국 유럽 등 외국바이어의 규제요건이기에 미 충족
시 무역장벽으로 작용

T1.소비자 니즈반영 미흡
   인증의 목표가 고객요구나 만족, 마케팅(9000), 외부 

이해관계자의 만족(14001)보다는 기업내부 이해관계자
의 만족에 의해 추진

T2.인증기관의 신뢰성 문제
   인증기관의 비윤리성 문제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자질 

적합성, 심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문제가 제기
T3.형식적인 인증획득과 인증남발 피해 발생
   → 인증의 가치 및 희소성 저하
T4.해외인증의 국내 상륙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인증기관

의 국내 상륙으로 인증기관간의 경쟁이 치열

[표 1] 안전보건 경영인증시스템의 SWOT요인
[Table 1] SWOT factors of OHSMS 

분석법의 적용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계획으로 
남겨 놓은 채 실질적인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고현우의 연구[6]와는 달리 안전보건 경영시스
템이라는 시스템 인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또한 
SWOT 분석에서 Machael E. Porter 경쟁유발 5요인을 적
용하여 요인을 정의하였고, 심미나의 연구[29]에서 이루
어지지 못하였던 SWOT/AHP 분석을 통하여 계량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2.3 분석체계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SWOT/AHP 분석법은 2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SWOT 요인의 추출이다. 본 연구에서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SWOT 요인은 곽효연[19]의 연구 결과를 
채택하여 상세한 내용을 부연하였다. 곽효연의 연구[19]

에서 도출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SWOT 요인은 선행
연구[3,5,7,8-10,12,13,16,17,20-22,24,27,28,31-34].와는 달
리 유사속성을 지닌 설문문항들을 단순히 나열,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 4요인으로 범주화
하는 SWOT 분석법을 적용하였고, 또한 고현우[27]의 연
구를 비롯하여 선행 연구[14,26]의 SWOT 분석과는 달리 
포터의 경쟁유발 5요인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요인 선정
의 주관성 및 요인의 정의 문제와 같은 SWOT의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
과 기업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
써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고유 제 특성들로 구성된 강
점요인과 약점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SWOT 분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된 SWOT 그룹과 그룹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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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AHP 분석이다. 그림 1은 표 1의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AHP 의사사결정의 계층분석 체계이다. 근로자 33명을 
설문 응답자로 선정하여 SWOT 그룹 및 요인간의 중요
성을 쌍대비교를 위하여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결과값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일관성 평가에서 
Saaty(1980)는 평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성 비율
의 값이 0.1이하이면 평가자들의 평가가 일관성이 있다
고(acceptable) 보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0.2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 [14], 그룹의 의사결정을 통합할 때 가
중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2,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율이 0.2이하인 5건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SWOT 그룹과 그룹내 요인들로 구성된 계층
분석 모형은 불완전 계층 구조로서 각 개인의 평가결과
를 분석한 후에 5건 중에서 일관성 비율이 큰 자료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평균을 사용하여 통합하였
다. AHP의 계산에서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FHA(Fuzzy 
Hierarchical Analysis)[30]에서 일반 AHP를 분석할 수 있
으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인본주의 중심 
강
점

임의제도의 자율성

안
전
보
건

경
영
시
스
템
의

활
성
화 
방
안

재해예방 및 안전비용 감소
사업장 안전문화조성

비재무적 중심의 성과측정

약
점

ISO의 국제표준이 아니다
문서화 위주의 형식적 인증준비, 
운영, 사후관리

기업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기업
의 사회적 책임 요구

기
회

해외시장으로 진출기회의 선점화
와 확대 제공
정부차원의 규제강화
통합시스템의 수요증대

소비자 니즈반영 미흡

위
협

인증기관의 신뢰성 문제

형식적 인증획득과 인증남발피해 
발생→인증의 가치 및 희소성 저하

해외인증의 국내상륙

[그림 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분석을 위
한 계층분석 구조모형

[Fig. 1] Analytic hierarchy process model of OHSMS

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SWOT/AHP 

분석결과

3.1 SWOT 그룹과 그룹내 요인의 쌍대비교 

그림 1의  SWOT 그룹간 및 그룹 내 요인들 간의 쌍대
비교에 의한 최종 중요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그룹의 순서는 강점
그룹>기회그룹>위협그룹>약점그룹이었다. 그리고 그룹
내 요인들 간의 최종 중요도를 살펴보면, 강점그룹에서는 
‘사업장 안전문화조성’, 기회그룹에서는 ‘기업가치에 대
한 관점의 변화(사회적 책임 요구)’의 중요도가 가장 높
았다. 그리고 위협그룹에서는 ‘소비자 니즈반영 미흡’, 약
점그룹에서는 ‘비재무적 중심의 성과측정’의 중요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적인 활성화 전략을 정리하여 보면, 강점요인과 기회요인
으로 부각된 사업장 안전문화 조성에 의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고, 위
협과 약점요인인 비재무적 중심의 성과측정과 소비자 니
즈의 반영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2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의 수립

SWOT 요인의 최종 중요도를 반영한 안전보건 경영시
스템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SO 전략, WO 전
략, ST 전략, WT 전략 등의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강점요인을 이용하는 S4O1 
전략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브랜드
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기업이 갖춰야할 성숙된 자질은 사회적 책임
을 갖는 것이다. 다각적으로 그 책임을 실천할 수 있지만, 
인간 가치의 다양화, 인간욕구의 고차원화, 삶의 질의 향
상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같이 근로자의 생존과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
보건의 중요성을 강화시켜야한다. 선행 연구[8-10,17,31]
에서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긍정적 효과로서 작업장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향상에 의한 노동의 질을 향상
시키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근로
자의 안전 친화적 기업윤리를 실현하는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 근로자 권익보호단체를 비
롯한 정부와 유대관계가 증진되고 강한 기업에서 존경받
는 기업으로서 경쟁 기업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도 활용
이 가능할 것이다.

약점요인을 보완하면서 기회요인을 최대화 하는 
W1O1 전략으로서, 안전과 이익 창출의 연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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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일관성
비율

그룹
중요도 요  인 일관성

비율
요인
중요도

최종 
중요도

강점
S

0.045

0.485 

S1 인본주의 중심 
0.019

0.315 0.153 

S2 임의제도의 자율성 0.058 0.028 

S3 재해예방 및 안전비용 감소 0.227 0.110 

S4 사업장 안전문화조성 0.402 0.195 

약점
W

0.106

W1 비재무적 중심의 성과측정
0.014

0.481 0.051 

W2 ISO의 국제표준이 아니다 0.226 0.024 

W3 문서화 위주의 형식적 인증준비, 운영, 사후관리 0.283 0.030 

기회
O

0.252

O1 기업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사회적 책임 요구)

0.079

0.409 0.103 

O2 해외시장으로 진출기회의 선점화와 확대 제공 0.131 0.033 

O3 정부차원의 규제강화 0.183 0.046 

O4 통합시스템의 수요증대 0.278 0.070 

위협
T

0.157

T1 소비자 니즈반영 미흡
0.035

0.287 0.045 

T2 인증기관의 신뢰성 문제 0.248 0.039 

T3 형식적 인증획득과 인증남발피해 발생 0.280 0.044 

T4 해외인증의 국내상륙 0.185 0.029

[표 2] SWOT 그룹 및 요인의 최종  중요도
[Table 2] The final importance of SWOT groups and its factors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 S 약점 W

S1 (0.153)

S2 (0.028) 

S3 (0.110) 

S4 (0.195)  

W1 (0.051) 

W2 (0.024) 

W3 (0.030)

기
회
O

O1 (0.103) 

O2 (0.033) 

O3 (0.046) 

O4 (0.070) 

S4 사업장 안전문화  
 조성

O1 기업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사회
적 책임 요구)

W1 비재무적 중심의 성
과측정

O1 기업가치에 대한 관점
의 변화(사회적 책임 
요구)

S4O1 전략
근로자 안전 친화
적 기업 이미지를 
브랜드화 

W1O1 전략
정성적 안전성과지
표를 정량적 경영성
과로 지표화가 가능
한 안전보건 경영시
스템 인증프로그램 
개발

위
협
T

T1 (0.045) 

T2 (0.039) 

T3 (0.044) 

T4 (0.029)

S4T1 전략
안전공감대를 기
초로 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제
품안전 경영시스
템의 연계성 구축

W1T1 전략
산업 맞춤형 통합 
인증시스템의 개발

S4 사업장 안전문화조
성

T1 소비자 니즈반영 
미흡

W1 비재무적 중심의 성
과측정

T1 소비자 니즈반영 미흡

[표 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Table 3] Activation strategies of OHSMS

지표화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다른 분야의 인증 시스템과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즉, 정성적인 안전성과 정량적인 경영성과를 모두 포함하

는 지표화가 가능한 안전 경영시스템의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주관으로 안전성과의 지표에 근거한 정량적 경영
성과, 품질정보, 생산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품질과 생
산성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있는 다른 인증분야와의 차
별화를 추진하여, 그 결과 안전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품질 또는 생산성을 제 2, 제 3의 순위로 두어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중시라는 기업 이미지
는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에 부응하
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점을 이용하여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S4T1 전략으
로서, 사업장 안전문화 조성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니즈 
반영이 미흡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이는 안전보
건 경영시스템이 경영방침으로 정착되면서 형성된 안전 
공감대를 제품의 안전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연계하는 전
략이다. 즉, 기업의 경영방침으로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의 성공적인 정착은 안전이 체질화된 기업문화를 조성시
키게 되고, 나아가 소비자의 관심이 안전성에 집중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안전 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운
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결국, 기업 내의 안전문화 정착과 동시에 제
품의 안전성이 고려되어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는 전략
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약점요인을 최소화하는 W1T1 
전략으로서, 제품인증, 다른 분야의 인증시스템, 안전보
건 경영시스템의 인증 등 3요소를 통합하되 산업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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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략이다. 안전보건 경영시
스템은 다른 분야의 인증 시스템과 비교하여 재무적 성
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거나 즉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
다. 이러한 약점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경영시
스템의 인증이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3]. 즉, 특정
산업에서 필수조건으로 통용되는 시스템 인증과 통합화
를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은 도덕적 마케팅은 가능하지만 상
품 및 서비스마케팅이 미흡하기 쉽기 때문에 통합을 추
진하되 소비자의 니즈가 제품의 품질우선이냐 제품의 안
전우선이냐에 따라서 접근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품질모델 채택 시는 KS, EQ 등을 활용하고, 반대로 
안전 모델의 경우는 S마크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
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34]. 그러나 소비자의 니즈가 안
전이 고려된 제품의 개발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품인증과의 통합에 의한 인증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처방안을 기저에 두고 
제품안전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화가 바람직할 수 
있다. 종합하면, 비재무적 중심의 성과측정과 소비자 니
즈반영미흡 요인을 동시에 보완하는 전략의 수립은 산업
의 특성, 제품 특성,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3가지 요소
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
를 들면,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인 ISO/TS 16949, 제품안전 경영시스템, 그리고 안전보
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기업입장에서
는 경영상의 이익 창출, 노동의 질의 향상, 소비자 니즈 
반영, 제조물책임법 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21세기 기업환경은 경영의 범위가 확대되고 경영 패
러다임이 글로벌 경영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 
문제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국제 통상의 규제 수단으
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인증분야보다 파급 속도
나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
에 대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이며 계량적인 SWOT/AHP 분석
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회요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강점요인을 이용
하는 SO 전략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친화적 기업 이미지
를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약점요인을 보완하면서 기회요인을 최대화하는 
WO 전략으로서, 정성적 안전성과지표를 정량적인 경영
성과로 지표화가 가능한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다른 분야의 인증 시스템과 차별성을 강화
시킨다.

셋째, 강점요인을 이용하여 위협요인을 최소화는 ST 
전략으로서,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
템과 제품안전 경영시스템의 연계성을 구축한다.

넷째,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약점요인을 최소화하는 
WT 전략으로서 산업 맞춤형 통합 인증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연구의 결과, SWOT/AHP 분석은 SWOT 분석에서 
요인의 정의, 중요도 부여, 그리고 요인의 발굴에 객관성
을 가져다주며 보다 계량적인 전략개발 도구로서의 장점
을 가지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개발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은 
기업에서 실무적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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