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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재제조는 자원순환형 개념의 가장 발전된 기술로서, 

신품 제조에 비해 자원 또는 에너지소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생산 비용도 20~30% 정도로 경제성이 높고,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어 재활용비율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한다1). 이와 같이 재제조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는 현실에 반해 작업자의 안전 관리, 작업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2005년 12월 “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

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의 제정 이전까지 규제산업으

로 인식하여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대부분 기

반이 취약한 종업원 20인 미만, 매출액 30억 미만인 영

세업체이다. 5인에서 49인으로 형성된 재제조 사업장

은 자동화 및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진 일반 제조 공정

에 비해 수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근로 환경이 열

악한 실정이다. 2014년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와 

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재제조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업체당 평균고용인원은 

5.56명으로 나타나 있다2). 이러한 재제조 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 완화,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작업 

현장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제조 공

정은 수작업이 많고, 안전에 대한 관리 부족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수많은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재제조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가진 재제

조 공정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상해 발생에 관한 위험

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Fig. 1의 연구 진행 개요와 

같이 대상 재제조 공정이 가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심각도와 발생도를 산출하여 위험성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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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ss and goal.

실시함으로써 추후 재제조 시스템 구축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동향

1.2.1 재제조 연구 동향

남충우 외 7인은 재제조품의 고장유형을 분석하고, 

고품 엔진과 재제조 후 엔진 성능 및 재제조 후 엔진의 

차량에서 연비 및 배출가스의 만족여부를 비교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3). 하재현 외 3인은 머시닝센터 재제

조 전/후의 성능평가를 진행하여 재제조를 통한 성능

향상을 확인하고 재제조 머시닝센터 성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평가 기준을 확립하였으며4), 유태욱 

외 3인은 국내 재제조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기술하였다5). 이와 같이 재제조 분야에서는 주로 대상 

재제조품에 대한 고장유형 분석의 진행 및 신품과의 

성능비교,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많은 연

구를 해왔지만 그에 비해 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1.2.2 위험성평가 연구 동향

변윤섭은 화학공정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화학공장에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가열로공정을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였다6). 전현우 외 2인은 건설장비 안전사

고 저감을 위해 건설장비별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위

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7), 태찬호 외 5인은 Bow-Tie 위

험성평가가 현장의 적용성과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

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8). 

위험성평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화학 공정에 특화된 

위험성평가이며, 기존의 사고 유형이 존재하거나 선행 

위험성평가가 존재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또한, 재제조 공정의 특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1.3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Core를 수급하는 공정으로 자동차 해

체 재활용업에서의 해체 공정, 실제 재제조를 수행하

는 공정으로 유압 실린더의 해체 및 재조립 공정을 대

상으로 상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

위에 제한을 두었다. 자동차부품은 국내에서 재제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Core 수급

을 원제조사가 아닌 외부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기에 

작업 현장의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유압 

기기는 국내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 활발

히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부품의 규모

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사고

가 발생했을 때 끼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심각

성, 사고의 발생 회수를 나타내는 발생 빈도가 있으며, 

FMEA에서는 사용자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미

리 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척도인 검출도를 사

용하기도 한다9).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평가요

소 중, 사고 사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측정이 어려

운 감지 용이성을 제외한 심각성과 발생 빈도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고자 한다. 작업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

춰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정도를 심각도로 

분류하고, 상해를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요소와 발생 

빈도를 발생도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재제조 

공정을 분석하여 공정이 가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

험요소가 끼치는 영향을 작업자에게 발생하는 상해로 

파악하고자 하고, 검토 수행 단계에서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작업자에게 

끼치는 심각도와 상해의 발생도를 평가받아 상해 위험

성을 결정하였다.

2. 연구 방법론

2.1 재제조 공정 특성

재제조란 고장, 폐기 또는 교환된 물건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및 조정, 재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적은 비용, 자원 또는 에너지로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재활용과는 차별화된다.

제조 공정과 비교한 재제조 공정의 특징은 Fig. 2와 

같다. 신품 제조 공정은 판매 원가를 감소시키고 소비

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부분 대량 생산 체제

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는 대량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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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manufacturing and remanufacturing process.

적합한 Line 공정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

는 규정된 작업지시서에 명시된 표준 공정을 토대로 

부품 조립공정을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신품 제

조이기 때문에 새 부품을 취급한다. 

반면, 재제조 공정은 사용 후 부품인 Core를 수거하

여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높은 Job-shop 공정을 수행하게 된

다. 또한, 원 제조사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해체나 조립을 위한 제품의 도면, 작업지시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작업자의 경험에 의한 

공정이 수행되며 사용 후 부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재제조 공정의 특징에 의해 특히 주의해야 할 원인 

재해 유형은 무리한 동작, 절단, 베임, 찔림, 작업환경

(소음, 밝기 등), 무너짐과 같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재제조 공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해의 종류는 

Fig. 3과 같다. 제조 공정에서 가공은 설비를 통해 이루

어지며, 조립 공정 시 가공이 끝난 부품을 조립하는 형

태이기 때문에 절삭, 절단 공정에 작업자가 노출될 확

률이 적다. 반면, 재제조 공정은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

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힘들며 해체 공정이 포

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부품을 작업자가 직접 절단하는 

공정이 존재한다. 또한, 사용 후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의 상태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 날카로운 

정도가 다양하므로 주의를 가하지 않으면 절단, 베임, 

찔림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공

정을 진행하여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무리한 동작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은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자동

차 부품의 공급처 중 하나이다. 해당 작업장은 냉매, 

가스, 오일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하므로 

실외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각 공정의 구분

이 명확하지 않아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연

광에 의존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Fig. 3. Danger injury of remanufacturing process.

2.1.1 해체 공정

재제조 공정에서 해체 공정은 제품에서 재제조 대상 

부품을 분리해내는 공정과 부품을 해체하는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제품 해체 공정과 부품 해체 공

정은 공정 전, 중, 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 전 

단계는 해체를 위해 제품 및 부품을 운반하여 해체 작

업장에 정렬하는 준비단계를 말한다. 공정 중 단계는 

정렬된 제품 및 부품을 해체하는 본 공정이며, 공정 후 

단계는 해체된 제품 및 부품을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

는 것을 말한다. Fig. 4는 제품 해체 공정의 단계 별 공

정 종류를 나타낸다. 

제품 해체 공정에서는 재제조를 하지 않는 부품이 

존재하므로 해체가 힘든 부품은 절단, 절삭을 통해 해

체할 수 있다.

Fig. 5는 부품 해체 공정 전, 중, 후 단계 별 공정 종류

를 나타낸다. 부품 해체 공정은 재제조를 위해 부품에 

손상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절단, 절삭 공정은 다른 해체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진행될 수 있다.

Fig. 4. Process type of product dis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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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ss type of part disassembly.

2.1.2 재조립 공정

세척을 끝낸 부품은 성능 회복을 위해 부식되거나 

마모된 부품을 보수한 후, 신품과 같은 형태로 재조립

된다. 재조립 공정은 단위 부품을 재제조품으로 재조

립하는 공정이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해당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종류

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각 재조립 공정은 Fig. 6과 같이 

공정 전, 중, 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 전 단계는 재조립을 위해 단위 부품을 운반하

여 재조립 작업장에 정렬하기까지의 준비단계를 말한

다. 공정 중 단계는 정렬된 단위 부품을 재조립하는 본 

공정이며, 공정 후 단계는 재조립된 부품을 적재 장소

까지 운반하고 도색하기까지의 공정을 말한다. 

Fig. 6. Process type of part assembly.

2.2 상해 분석

Table 1은 상해의 종류와 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10). 

우선, 상해의 종류는 피부 표면을 통해 드러나는 상해

와 근골격계 질환, 환경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

는 상해로 분류할 수 있다. 

피부 표면의 상해는 좌상, 창상, 자상, 찰과상이 있

으며 근골격계 질환은 골절, 탈구와 같은 상해가 존재

한다. 주변의 화학적, 환경적 요소로 인해 발생한 화상, 

전기상, 동상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피부 

조직의 손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해이며 어떠한 행

위나 화학적 약물에 의한 신체 및 정신적 중독, 외부에

서 유입된 이물질에 의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이물, 

Table 1. Classification of Injury10)

Classification Kind of injury Explanation

Skin

Contusion
The internal tissue or organ is damaged 
without external injury

Vulnus
The continuity of tissue is destroyed by 
external pressure

Stab Wound caused by a sharp object such as 
a knife or spear

Abrasion Horizontal injury to the skin surface due 
to friction, such as falling or scraping

Musculoskelt-al

Fracture Bone continuity is completely or 
incompletely lost by external force

Dislocation The state where the articulated face has 
deviated from the normal position

The others

Burn
Skin and tissue damage caused by fire, hot 
water, chemicals

Electric shock
A disorder in which current flows into the 
human body

Frostbite
The skin tissue freezes after exposure to 
severe cold, resulting in a loss of local blood 
supply

Intoxication
Addictive poisoning caused by harmful 
substances

An alien 
substance

Substances that enter the body from outside 
the body, or that are generated in the body 
and are not familiar with the tissue

Difficulty in 
hearing Hearing impaired or lost

Suffocation Respiratory disturbance caused by various 
causes

반복적인 혹은 강한 외부 자극에 의해 점진적으로 질

병이 나타나는 난청, 환경적 요소로 인해 나타나는 호

흡기 장애인 질식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사고 

별로 떨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

짐, 끼임, 절단, 감전, 폭발, 파열, 화재, 이상온도 및 기

압접촉, 빠짐 및 익사, 유해 화학 중독 질식, 광산사고, 

무리한 동작, 교통사고, 업무상 질병, 분류불능,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떨어짐은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져 추락한 재해를 말하며, 끼임은 기계설비에 끼

이거나 감기는 경우인 협착을 의미한다. 부딪힘은 물

체에 부딪힌 충돌을 의미하며, 깔림·뒤집힘은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

한다. 물체에 맞음은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는 

낙하 사고를 지칭하며, 무너짐은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진 붕괴사고를 뜻한다11). 

조사된 상해의 종류는 대부분 육체적인 상해에 속한

다.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신적인 상해를 포함하여 그 

원인을 분류하면 Fig. 7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육체적인 

상해는 떨어짐, 부딪힘, 깔림·뒤집힘 등으로 인한 피부 

표면의 상해, 근골격계 질환(골절, 탈구 등)이 있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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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assifica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jury.

경적·화학적 요소로 인한 화상, 전기상, 동상, 이물, 난

청, 시력 장애, 중독이 있다. 폐 질환이나 뇌·심 질환은 

환경적·화학적 요소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현장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고 평가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해는 고려하지 않고 육

체적인 상해를 재제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해로 

분류하고자 한다. 

2.3 상해 위험성평가 기준

위험성평가란 위험을 미리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전에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의 특징은 

재해발생의 잠재요인을 찾아내고 재해가 발생될 경우 

그 재해의 심각도와 발생도를 평가하여 기계설비나 작

업절차 등을 어떻게 바꾸면 위험성이 작아지거나 제거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개선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다. 심각도와 발생도의 평가에 있어 일반

적으로 심각도의 구분에 중요도를 높게 설정한다. 이

는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시 낮은 발생 빈도에도 불구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거나 

조치를 취해야하기 때문이다.

2.3.1 심각도(Severity)
심각도는 공정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로 인해 상해

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분류된다. 

Table 2. Criteria of Severity

Severity Severity 
rating

Severity 
score Explanation

Catastrophic Ⅳ 4 Work that causes death of workers

Critical Ⅲ 3
Work that causes fatal injuries or 
disabilities to workers

Marginal Ⅱ 2 Work that leaves behind the worker 
or causes minor injury

Negligible Ⅰ 1 Work that causes minor injuries that 
can be cured to the operator

심각도 분류는 ISO 14971의 전문적인 시술 여부는 

발생한 상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EN 50129, 

MIL STD 882B와 같이 4단계 분류를 사용하고자 한다. 

각 기준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할 심각도 평가 

기준은 Table 2와 같이 나타냈다. 

상해가 작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따라 완치 가능한 

경미한 상해를 유발하는 작업은 사소한 심각도로 Ⅰ등

급을 부여하며, 후유증을 남기거나 경미한 상해를 유

발하는 작업은 보통의 심각도로 Ⅱ등급을 부여한다.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장애를 유발하는 작업은 위

급한 심각도로 Ⅲ등급, 작업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작

업은 치명적인 심각도로 Ⅳ등급을 부여한다.

2.3.2 발생도(Occurrence)
발생도는 공정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로 인해 상해

가 발생할 빈도를 바탕으로 Table 3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확률로 표기하지 않고 재제조 사업

장이 가장 많이 속한 5인 규모를 기준으로 한 발생 빈

도를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작업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에 따라 

Frequent, Probable, Occasional, Remote, Improbable로 분

류한다. 5인 규모 기준 사고의 발생빈도가 10년에 한 

번 미만 작업은 Ⅰ등급을 부여하며, 최소한 10년에 한 

번 이상인 작업은 Ⅱ등급을 부여한다. 최소한 5년에 

한 번 이상인 작업은 Ⅲ등급, 1년에 한 번 이상인 작업

은 Ⅳ등급, 한 달에 한 번이상인 작업은 Ⅴ등급을 부

여한다.

Table 3. Criteria of Occurrence

Occurrence Occurrence 
rating

Occurrence 
score

Explanation

Frequency of occurrence based 
on 5 persons

Frequent Ⅴ 5 At least once a month

Probable Ⅳ 4 At least once a year

Occasional Ⅲ 3 At least once every 5 years

Remote Ⅱ 2 At least once every 10 years

Improbable Ⅰ 1 Less than once i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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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상해 위험성

상해위험성을 구하는 식은 덧셈을 이용한 방법과 곱

셈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발생도와 심각도가 정수로 나

타날 경우 곱으로 상해위험성을 구하는 것이 두 값을 

더해서 구할 때보다 발생도와 심각도의 작은 변화에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심각도와 발생

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해 위험성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 경우, 발생도와 심각도가 소수로 나타나는데 소

수는 곱셈보다 덧셈에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때문

에 본 논문에서 상해 위험성은 식 (1)과 같이 심각도와 

발생도의 가중 점수를 더한 값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상해 위험성 = (1)
(발생도 × 발생도 가중치) + (심각도 × 심각도 가중치)

발생도는 1점에서 5점까지, 심각도는 1점에서 4점까

지의 점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해 위

험성을 3단계로 분류하되 심각도가 Ⅳ에 해당하는 공

정은 A단계의 상해 위험성을 가진 공정으로 분류하고

자 한다. 이는 심각도가 높은 공정은 발생도가 높은 공

정보다 작업자에게 위험을 끼치는 정도가 높으니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Fig. 8의 단계로

Fig. 8. Step of weight decision.

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심각도가 발생도보다 높은 

영향을 끼치도록 한다. 심각도와 발생도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설정한 후, 심각도의 가중치를 0.1 증가, 발생

도 가중치를 0.1 감소시키며 상해위험성을 계산하여 

목표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목표가 만족될 경우 

계산을 멈추고 해당 가중치를 사용하며,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가중치를 조정하여 반복 수행한다.

심각도와 발생도 가중치에 따른 상해 위험성은 Fig. 9

와 같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나리오 1은 알고리

즘을 1회 시행하여 심각도에 0.6, 발생도에 0.4의 가중

치를 적용한 것으로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시

나리오 2는 심각도에 0.7의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Ⅳ

등급의 심각도가 모든 발생도 등급에서 상해 위험성 

Ⅲ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

각도 0.7, 발생도 0.3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상해 위험성

을 평가한다. 여기서 상해 위험성 기준 점수는 각 시나

리오의 최고점을 3등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상해 위험

성에 따른 조치 내용이 오른쪽에 나타나있다. 결정된 가

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상해 위험성 매트릭스는 Table 4와 

같다. 

상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값이 3점 이상인 경우, 상

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즉시 위험 요소를 제거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5점 이상 2.9점 이하인 경우는 

상해 위험성이 보통이라고 판단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able 4. Matrix of injury risk

Injury risk

Severity

Negligible Marginal Critical Catastrophic

Ⅰ Ⅱ Ⅲ Ⅳ

Occu- 
rrence

Improbable Ⅰ 1 1.7 2.4 3.1

Remote Ⅱ 1.3 2 2.7 3.4

Occasional Ⅲ 1.6 2.3 3 3.7

Probable Ⅳ 1.9 2.6 3.3 4

Frequent Ⅴ 2.2 2.9 3.6 4.3

Fig. 9. Weight decision of severity and occurrence and contents of action by injury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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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점 이하의 점수를 가진 작업에 대해서는 상해 위

험성이 낮은 수준이니 상황에 따라 위험요소를 제거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심각도가 Ⅳ등급에 해당하

는 공정은 모두 상해 위험성이 A(높음)으로 평가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 재제조 공정에서의 사고 유형 도출

재제조 공정을 수행하며 제품 해체 공정, 부품 해체 

공정, 부품 재제조 공정을 세부 공정으로 나누었고, 

Fig. 10에 나타난 제품 해체 공정 중 절단 공정 분석 

예시와 같이 분석하였다. 

Fig. 10. Example of remanufacturing process analysis.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

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제

조 작업장은 앞서 발생한 사고 사례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인 상해 파악이 어렵다. 이

를 대체하기 위해 제품 해체 공정의 현장작업자 26인, 

부품 해체 및 재조립 공정의 현장작업자 20인을 대상

으로 한 사고 유형 및 상해 파석을 먼저 진행하였다. 

대상 공정을 명시하고, 작업의 특징을 분석하여 재제

조 현장의 특성과 작업자의 의견을 고려한 사고 유형

을 파악한 후,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상해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3.1 제품 해체 공정 분석

Table 5는 제품 해체 공정을 분석하여 나타낸 공정 

전, 중, 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제

품 해체 공정은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에서 재제조 부

품을 해체하는 공정을 예로 분석하였다.

Table 5. Type of accident in product disassembly process

Process 
step

Process 
Name

Incident 
type

number
Incident type

Common Common

1
Respiratory disease caused by foreign 
substances such as dust, grease, etc.

2
Difficulty in hearing due to noise generated 
in the compression process of vehicle frames, 
Cranes moving waste vehicles

3 Fallen due to slippery floor, surrounding 
structure, car stabbing

4
Get a cut due to a sharp surface of the vehicle 
after use

Before 
the 

process

Load

5 Suffocated on collapsed vehicles and vehicle 
parts

6
Get a bruise due to Hit the loaded vehicle 
and engine parts

Transp-
ortation

7 Suffocation due to the forklift is upside down,

8

Fracture due to traffic accident of forklift 
and worker because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vehicle dismantling space and 
moving space

Range 9 Get a bruise due to the workbench, a crushed 
car crash

In 
process

Amput-
ation 10

Get a cut due to the use of cutters for cable 
cutting

reversed
screw

11 Visual impairment due to inconspicuous parts

12 Musculoskeletal disorders caused by working 
in uncomfortable posture

Clip 13
Visual impairment due to difficulty finding 
the fastening position

Carry
out

14 Taking the instep on heavy parts

15
Musculoskeletal disorders caused by 
unreasonable movements

Pluck 
away

16
Musculoskeletal disorders due to excessive 
force action to dismantle strong coupling 
between disassembled parts in a waste vehicle

17 Bruise caused by broken parts

Pull
out

18

Musculoskeletal disorders due to 
unreasonable movements to dismantle strong 
coupling between disassembled parts in a 
waste vehicle

19 Hand wound due to hammer

After 
process

Transp-
ortation

20 Abrasion caused by collision with 
remanufactured parts

21 bruises caused by a car accident

Load 22
Fractured due to collapsed car frame, broken 
car frame

3.2 부품 해체 공정 분석

Table 6에서는 부품 해체 공정을 공정 전, 중, 후 단

계로 나누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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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ype of accident in part disassembly process

Process 
step

Process 
Name

Incident 
type 

number
Incident type

Common Common

1
Falls due to the remanufactured parts, collides 
with surrounding structures

2 Difficulty in hearing caused by tool-used noise 
used for demolishing materials

Before 
the 

process

Load

3 Bruise due to traffic accident in forklift and 
worker in operation

4
Fractures due to collapsed remanufactured 
items (transmission, cylinder, shock absorber, 
etc.)

Transpo-
rtation

5
Fractures and abrasions caused by the fall 
of a forklift running in the remanufacturing 
workplace

6
Muscle pain caused by worker moving parts 
remanufactured

Range 7 Falls due to the wire of a loose tool and 
strikes the remanufacturing workbench

In 
process

reversed 
screw 
(tool)

8
Electric shock caused by electric tools using 
electricity

reversed 
screw 

(worker)

9 Wrist pain caused by repetitive motion

10 Shoulder pain with strong force to 
disassembly parts

Carry
out

11
Top of the foot is stabbed due to the drop 
parts when disassembling remanufactured 
products

12
Muscle pain, shoulder pain caused by lifting 
of heavy remanufactured parts (hydraulic 
cylinder bush, cylinder head, etc.)

Pluck 
away

13 Bruise due to crushed to remanufactured parts

14 Muscle pain caused by strong pulling of 
remanufactured parts

Pull
out

15
Hand damage caused by tools such as hammer 
and screwdriver when disassembling 
remanufactured products

16 Visually disturbance by focusing on 
inconspicuous parts

After 
process

Transp-
ortation 17

Difficulty in hearing due to forklift alarm 
in remanufacturing workplace

Load
18 Fractures due to collapsed remanufacturing 

parts

19 Bruise due to traffic accident with forklift

Cleaning 20 Contact with chemicals used as cleaners in 
the disassembly of remanufacturing

3.3 부품 재조립 공정 분석

Table 7은 부품 재조립 공정에서의 공정 전, 중, 후 

단계로 나누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

이다.

Table 7. Type of accident in part reassembly process

Process 
step

Process 
Name

Incident 
type 

number
Incident type

Common Common

1
Abrasions caused by collision with cylinder 
parts and automobile parts piled on the floor 
in the workplace,

2
Difficulty in hearing caused by noise when 
using tools used for remanufacturing

Before 
process

Load

3 Bruise due to traffic accident of forklift and 
worker

4 Fractures due to collapsed remanufacturing 
parts

Transpo-
rtation

5
Fractures and abrasions due to the forklifts 
that are running collide with each other,

6 Forklift overturn caused by parts stuck in 
forklift waiting for remanufacturing

Range 7 Bruise due to collision with structure caused 
by falling on untwisted tool wire

In
process

Thread of 
screw 8 Fingertips get a cut due to cutting tools

Screw
(tool) 9 Electric shock caused by defects in electric 

tools (electric screwdriver, air gun, etc.)

Screw
(worker)

10 Muscle pain caused by performing repetitive 
actions for remanufactured assembly

Insert 11
Top of the foot is stabbed due to Drop heavy 
parts 

Push in 12 Muscle pain caused by repetitive force 
application to push remanufactured parts

Fix 13 Top of the foot is stabbed due to the unloading 
of the jig.

After 
process

Range 14 Electric shock caused by defects in electronic 
tools (electric screwdriver, air gun, etc.)

Painting 15 Paint (chemical) contact used for painting 
reassembled parts

Transpo-
rtation

16 Bruise due to traffic accident with forklift 
in remanufacturing workplace

4. 상해 위험성평가 결과

4.1 제품 해체 공정의 상해 위험성평가

제품 해체 공정의 각 사고 유형에 대한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 26인의 심각도와 발생도 평가와 상해 위험

성은 Table 8과 같다. 여기서 사고 유형 번호는 3.1절의 

사고 유형 번호와 동일하다. 심각도와 발생도는 작업

자에 의해 평가된 값의 평균을 나타내며 소수 첫째 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현하였다. 가중 심각도와 

가중 발생도는 앞선 상해 위험성 기준 작성에서 결정

한 심각도 가중치 0.7과 발생도 가중치 0.3을 곱한 값

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상해 위험성은 각 평가 항목

의 가중점수를 더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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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jury rsk by accident type of product disassembly 
process

Process 
Name

Incident 
type 

number

Incident
type

Sev-
erity

Wei-
ghted 
sever-

ity

Occu-
rrence

Weig-
hted 

occur-
rence

Injury risk 
score

(Injury 
risk)

Com-
mon

1 Respiratory 
diseases 2.46 1.72 2.88 0.86 2.58 (B)

2 Difficulty in 
hearing 2.19 1.53 2.92 0.88 2.41 (B)

3 Bruise 1.85 1.30 2.77 0.83 2.13 (B)

4
Getting a cut 
due to part 1.46 1.02 3.35 1.01 2.03 (B)

Load

5 choke 2.96 2.07 1.42 0.43 2.50 (B)

6 Bruise 1.5 1.05 *
3.50

1.05 2.10 (B)

Trans-
portation

7
Forklift 
reversed

*
3.23 2.26 1.46 0.44 *2.70 (B)

8
Fracture with 

forklift 2.19 1.53 1.5 0.45 1.98 (B)

Range 9 A crush on the 
move 2.04 1.43 3.12 0.94 2.37 (B)

Ampu-
tation 10 Getting a cut 

due to cutter 1.62 1.13 3.12 0.94 2.07 (B)

reversed 
screw

11

Visual 
impairment
due to Bad 

visibility

1.85 1.30 2.27 0.68 1.98 (B)

12

Musculoskelet-
al disorders 
caused by 

uncomfortable 
posture

1.54 1.08 2.58 0.77 1.85 (B)

Clip 13
Visual 

impairment due 
to small parts

1.96 1.37 2.34 0.70 2.07 (B)

Carry
out

14
Top of the foot 

is stabbed 1.5 1.05 2.15 0.65 1.70 (B)

15

Musculoskelet-
al disorders 
caused by 

difficult parts 
to catch

1.42 0.99 1.92 0.58 1.57 (B)

Pluck 
away

16

Musculoskelet-
al disorders 
caused by 

strong force

1.5 1.05 2.46 0.74 1.79 (B)

17
Bruise caused 
by crushing 1.31 0.92 2.15 0.65 1.57 (B)

Pull
out

18

Musculoskelet-
al disorders 
caused by 

pushing force

1.42 0.99 2.19 0.66 1.65 (B)

19 Hand scratch 1.54 1.08 2.27 0.68 1.76 (B)

Trans-
portation

20 Abrasion 1.77 1.24 2.81 0.84 2.08 (B)

21 Contusion 1.77 1.24 1.73 0.52 1.76 (B)

Load 22 Fracture due to 
collapsed parts

1.96 1.37 1.81 0.54 1.91 (B)

※ All values are expressed up to two decimal places
* Peak of each category

제품 해체 공정은 주변 환경에서 엔진 내 오일로 인해 

미끄러운 바닥,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사용 후 부

품의 이물질 및 날카로운 표면 등의 공통적인 사고 원인

이 발견되었다. 심각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사고 유형은 

공정 전 운반 공정의 지게차 전복이며, 발생도가 가장 높

게 평가된 사고 유형은 공정 전 적재 공정의 부딪혀 멍

듦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발생도 3.00 이상으로 제품 

해체 공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평가된 사고 유형은 

부품 및 절단기에 베임, 이동 중 부딪혀 멍듦이 있다. 

모든 사고 유형은 상해 위험성이 보통으로 평가되었지

만 공정 전 운반 공정의 지게차 전복은 2.70점으로 가장 

높은 상해 위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심각도가 3.23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품 해체 공정에서 발생도가 3.50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평가된 공정 전 적재 공정의 부딪혀 멍듦은 

낮은 심각도로 인해 지게차 전복보다 낮은 상해 위험 점

수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공정에서 낮은 심각도로 인

해 제품 해체 전 공정은 보통의 상해 위험성으로 평가되

었다. 하지만 공정 개선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높은 

상해 위험 점수를 보이는 공정 전 운반 공정의 지게차 전

복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4.2 부품 해체 공정의 상해 위험성평가

부품 해체 공정의 각 사고 유형에 대한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 20인의 심각도와 발생도 평가와 상해 위험

성은 Table 9와 같다. 여기서 사고 유형 번호는 3.2절의 

사고 유형 번호와 동일하다. 

부품 해체 공정은 주변 환경에서 바닥에 적재된 부품, 

주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통적인 사

고 유형이 발견되었다. 심각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사고 

유형은 공정 전 적재 공정의 지게차와 부딪힘으로 인한 

타박상(좌상)이며, 발생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사고 유형

은 공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역나

사 작업의 손목 및 어깨 통증, 들어내기 공정의 근육통 

및 어깨 통증 등이 유사한 발생도를 보이며 부품 해체 공

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 유형에서 보통의 상해 위험성을 보이

고 있다. 이 중 공정 전반의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

청은 2.14점으로 가장 높은 상해 위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운행 중인 지게차와 작업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은 공정 전 적재와 공정 후 적재에 존재하는 사고 

유형으로 동일한 보통의 상해 위험성을 보이지만 공정 

후 적재의 사고 유형이 더 낮은 상해 위험 점수를 보이

고 있다. 이는 보다 낮은 발생도로 공정이 완료된 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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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에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빈도가 적거나 해체 후 

부품의 적재 공간과 해체 전 부품의 적재 공간이 달라 나타

나는 차이일 수 있다. 공정 중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드라이버와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공구에 손이 찍힘은 발

생도와 심각도 모두 낮아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며

Table 9. Injury risk by accident type of part disassembly 
process

Process 
Name

Incident 
type 

number

Incident
type

Sev-
erity

Wei-
ghted 
sever-

ity

Occu-
rrence

Weig-
hted 

occur-
rence

Injury risk 
score

(Injury 
risk)

Common

1 Abrasion 1.50 1.05 2.30 0.69 1.74 (B)

2
Difficulty in 

hearing due to 
process noise

1.95 1.37 *2.55 0.77 *2.14 (B)

Load

3 Bruise with a 
forklift *2.25 1.58 1.60 0.48 2.06 (B)

4
Fracture due to 

parts before 
disassembling

1.80 1.26 1.60 0.48 1.74 (B)

Trans-
portation

5 Fracture and 
abrasion 2.20 1.54 1.55 0.47 2.01 (B)

6

Muscle pain 
caused by 

heavy parts 
transportation

1.55 1.09 2.00 0.60 1.69 (B)

Range 7
Bruise due to 

crashing 1.65 1.16 1.75 0.53 1.69 (B)

reversed 
screw 
(tool)

8 Electric shock 1.90 1.33 1.15 0.35 1.68 (B)

reversed 
screw 

(wor-ker)

9 Wrist pain 1.55 1.09 2.45 0.74 1.83 (B)

10 Shoulder pain 1.55 1.09 2.50 0.75 1.84 (B)

Carry out

11
Top of the foot 

is stabbed 1.70 1.19 1.60 0.48 1.67 (B)

12
Muscle and 

shoulder pain 1.90 1.33 2.40 0.72 2.05 (B)

Pluck 
away

13 Bruise due to 
part 1.50 1.05 1.60 0.48 1.53 (B)

14
Muscle pain 

due to strong 
pulling force

1.70 1.19 2.35 0.71 1.90 (B)

Pull out

15 Hand scratch 
with tool 1.40 0.98 1.35 0.41 1.39 (C)

16 Visual 
impairment 1.50 1.05 1.80 0.54 1.59 (B)

Trans-
portation 17

Hearing loss 
due to forklift 

alarm
1.75 1.23 2.45 0.74 1.97 (B)

Load
18

Fracture due to 
parts after 

disassembly
2.10 1.47 1.40 0.42 1.89 (B)

19 Bruise 2.00 1.40 1.20 0.36 1.76 (B)

Cleaning 20 Chemical 
contact

2.05 1.44 2 0.62 2.06 (B)

※ All values are expressed up to two decimal places
* Peak of each category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완치 가능한 수준의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의 개선을 취

하고자 한다면, 가장 높은 상해 위험성 점수를 보이는 공

정 전반의 소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4.3 부품 재조립 공정의 상해 위험성평가

부품 재조립 공정의 각 사고 유형에 대한 현장 관리

자 및 작업자 20인의 심각도와 발생도 평가와 상해 위

험성은 Table 10과 같다. 여기서 사고 유형 번호는 3.3

절의 사고 유형 번호와 동일하다. 

Table 10. Injury risk by accident type of part reassembly 
process

Process 
Name

Incident 
type 

number

Incident
type

Sev-
erity

Weig-
hted 

sever-
ity

Occu-
rrence

Weig-
hted 

occur-
rence

Injury risk 
score

(Injury 
risk)

Common

1 Abrasion 1.65 1.16 2.20 0.66 1.82 (B)

2
Difficulty in 

hearing due to 
process noise

2.15 1.51 *2.55 0.77 2.27 (B)

Load
3

Bruises after 
colliding with 

a forklift
2.45 1.72 1.55 0.47 2.18 (B)

4 Fracture 2.05 1.44 1.70 0.51 1.95 (B)

Trans-
portation

5 Fracture and 
abrasion 2.35 1.65 1.40 0.42 2.07 (B)

6 Forklift 
reversed *2.70 1.89 1.30 0.39 *2.28 (B)

Range 7 Bruise due to 
crashing

1.80 1.26 1.85 0.56 1.82 (B)

Thread of 
screw

8 Fingertips get 
a cut

1.70 1.19 2.10 0.63 1.82 (B)

Screw
(tool) 9 Electric shock 1.80 1.26 1.35 0.41 1.67 (B)

Screw
(worker)

10

Muscle pain 
caused by 
repetitive 

movements

1.90 1.33 2.15 0.65 1.98 (B)

Insert 11 Top of the 
foot is stabbed

1.70 1.19 1.70 0.51 1.70 (B)

Push in 12
Muscle pain 

due to strong 
pushing force

1.60 1.12 2.05 0.62 1.74 (B)

Fix 13

Top of the 
foot is stabbed 
due to detach 

part

1.55 1.09 1.70 0.51 1.60 (B)

Range 14
Electric shock 
due to faulty 
tool after use

1.95 1.37 1.25 0.38 1.74 (B)

Painting 15
Paint 

(chemical) 
contact

2.20 1.54 1.85 0.56 2.10 (B)

Trans-
portation 16 Bruise 2.20 1.54 1.40 0.42 1.96 (B)

※ All values are expressed up to two decimal places
* Peak of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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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재조립 공정 역시 부품 해체 공정과 유사하게 주

변 환경에서 바닥에 적재된 부품, 주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통적인 사고 유형이 발견되

었다. 심각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사고 유형은 공정 전 

운반 공정의 지게차 전복이며, 발생도가 가장 높게 평

가된 사고 유형은 공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정 공통

의 넘어짐으로 인한 찰과상, 나사산 작업의 파편으로 

인한 손가락 베임,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나사 작업

의 근육통, 밀어넣기 공정의 근육통 등이 유사한 발생

도를 보이며 부품 재조립 공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

생할 수 있는 상해로 나타났다.

공정 전체 사고 유형이 보통의 상해 위험성을 보이

고 있다. 이 중 공정 전 운반 공정의 지게차 전복은 

2.28점으로 가장 높은 상해 위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운행 중인 지게차와 작업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

은 공정 전 적재와 공정 후 운반에 존재하는 사고 유형

으로 동일한 보통의 상해 위험성을 보이지만 공정 후 

운반의 사고 유형이 더 낮은 상해 위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다 낮은 심각도와 발생도에서 비롯된 것

으로 공정이 완료된 부품의 운반에는 지게차를 사용하

는 빈도가 적거나 해체 후 부품의 적재 공간과 해체 전 

부품의 적재 공간이 달라 나타나는 차이일 수 있다. 부

품 재조립 공정의 개선을 취하고자 한다면 가장 높은 

상해 위험성 점수를 보이는 공정 전 운반 공정의 지게

차 전복의 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선행 위험성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재

제조 공정에서 제품 해체 및 조립 공정을 대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상해의 종류를 파악하고 해당 공정이 가

진 상해 위험성을 평가함으로써 추후 재제조 시스템 

구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상해 위험성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은 심각도와 발생

도를 사용하였으며, 상해 위험성에 심각도가 끼치는 

영향이 더 크도록 가중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거쳐 

심각도 0.7, 발생도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가중 

심각도와 가중 발생도를 더한 값으로 상해 위험성 점

수를 표현하였으며, 상해 위험성 매트릭스에 따라 1.4

점 이하는 낮음(C), 1.5점 이상 2.9점 이하는 보통(B), 

3.0점 이상은 높은(A) 상해 위험성으로 분류하였다. 

상해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은 제품 해체 공정과 부

품 해체 공정, 부품 재조립 공정을 대상으로 각 공정의 

작업 특성과 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상해

를 분석하였다. 재제조 공정의 상해 위험성평가를 위

해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생

도와 심각도 값을 조사하였다. 

‘제품 해체 공정’은 11개의 세부 공정으로 분류하였

으며 공정 특성을 통해 이들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상해를 파악하였

다. 각 사고 유형에 대해 상해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결

과, 모든 사고 유형은 상해 위험성이 보통으로 평가되

었지만 공정 전 운반 공정의 지게차 전복이 가장 높은 

상해 위험 점수(2.70점)을 보이고 있다. ‘부품 해체 공

정’ 역시 11개의 세부 공정으로 분류하여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정이 보통의 상해 위

험성으로 평가 되었다. 하지만 공정의 개선을 취하고

자 한다면, 가장 높은 상해 위험성 점수(2.14점)을 보이

는 공정 전반의 소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부품 재조립 공정’은 12개의 세부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상해 위험성평가 결과 역시 모든 공

정에서 보통의 상해 위험성을 보이지만, 공정 개선 시 

가장 높은 상해 위험성 점수(2.28점)을 보이는 공정 전 

운반 공정의 지게차 전복의 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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