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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법인은 중대사고 포함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낮추기 위해, 전직원 참여형 안

전문화 슬로건인 “Journey To Zero”를 새로운 안전문화 페러다임으로 제정하였다.   

법인자체 사고조사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 중대사고 뿐아니라 아차사고의 Zero

化를 위해 기존의 하인리히 법칙 이론이 더 이상 현장적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점, 

미국 안전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전체 아차사고의 약 21%가 중대사고로 전개하는 

양상을 착안하여 중대사고 예방이 필요한 8대 사고유형을 선정하여 “8 Life Saving 

Rules”를 제시하였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New 중대사고 예방모델] 



“8 Life Saving Rules”은 법인에서 운영중인 반도체 제조공정 및 인프라시설의 아

차사고의 중점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① LOTO(Lock-Out Tag-out), ② 고소작업

(Fall Protection), ③ 밀폐작업(Confined Space), ④ 화기작업(hot Work), ⑤ 화학물

질 취급작업(chemical Handling), ⑥ OHT 작업(10-6 clearance from AMHS), ⑦ 활

선작업(Energized Electrical Work), ⑧ 안전펜스 취급작업(barricades Control)의 8大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그림 2. 8 Life Saving Rules] 

 

또한, “8 Life Saving Rules” 프로그램이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 ① 본 프

로그램을 기존의 Audit, Inspection, Observation 활동기반의 현장 안전프로그램과 

접목시켰으며, ②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리더십을 교육하고 참여시켜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임직원 참여를 위한 Samsung U 교육 플랫폼에 “8 Life Saving 

Rules” CBT 과정을 운영하고 협력사와 벤더에게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③ 본 “8 Life Saving Rules” 프로그램의 현장적용을 위한 책임과 권한 등 기

본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였다.     



 
[그림 3. 8 Life Saving Rules Accountability] 

                    

중대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에 대한 “8 Life Saving Rules”의 의 기본 원칙

은은 ① 불안전한 행동 발견시 즉시 작업중지: 법인은 현장점검시 “STOP” 규정을 

적용하여, 불명확한 작업절차 또는 작업자의 위험인식이 부족 등 사내규칙 준수

가 어려울 경우 발견시 관련 위험요소의 재거 또는 문제해결 후 작업을 다시 시

작하도록 하였다. 

② 임직원간 Safety 신뢰 구축: 각 부서장은 임직원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잠재위험 제거 등 실질적 개선에 집중토록 하였고, 점검결과

는 법인장 주관 SSM(Sequential Safety Meeting)을 통해 모든 리더십에게 공유하

고 모든 임직원간 Safety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였다.  

③ 지속적 현장점검 실시: 법인의 경영진 및 안전환경 인력은 단순 지적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점검이 Safety 코칭 및 소통을 위한 과정으로 재정립하고, 

법인의 전부서 참여형 테마점검, 8D(사고원인/대책수립 과정) 프로세스 등 합리적

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작업자와 점검자 모두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및 

개선에 참여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토록 하였다. 



④ 안전규칙의 철저한 적용 및 준수: 법인은 임직원 및 협력업체 등 모든 구성

원이 사내규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하며, 절차에 기반한 올바르고 안전한 작

업을 수행토록 8大 항목관련 안전지수를 모니터링하였고 “8 Life Saving Rules” 프

로그램의 문제점을 임직원에게 피드백 받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

를 개선중에 있다. 

    
        [그림 4. 법인장 주관 SSM]                    [그림 5. 8 LSRs Special Topic]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8 Life Saving Rules” 적용 아래 SAS 법인은 ‘20年 이

후 사고율(DS부문 TRIR, E급↑) “0” 를 유지하고 있다.      

 

SAS 법인은 “8 Life Saving Rules”을 현장에 적용결과, 고위험작업을 사전인지, 

선제적 제거 및 안전확보의 패턴으로, 위험작업의 사고율 감소에 매우 효과적임

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적용과 구성원간 의사소통, 효과적인 잠재위

험 발굴 및 사례활욜을 위해 8D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활동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Zero to Journey” 프로그램을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향상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부족한 부

분으로 확인된 항목의 개선, 안전문화 향상 및 사고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에 대한 끈임없는 노력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