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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터, 듀폰 

‘안전’을 핵심가치, 기업철학으로 구축한 사례 

 

 

 

 

 

  

듀폰의 역사와 사업  

듀폰은 1802년 기업을 설립하여, 지금은 212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년 

동안 기업을 지속 경영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 키워드는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처음 

100년은 화약을 제조하고, 그 후 100년은 화

학, 섬유, 플라스틱, 건축용 자재 위주의 사업

을 진행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속적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앞으로 전세계가 직면

할 Food, Energy, Protection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듀폰은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의 선두주자이다. 옥수수 당분

에서 추출한 바이오 용약(Bio-PDO)를 생산하여 여기

서 나오는 제품을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공략

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은, 태

양광 에너지 관련 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에 활용되

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안전, 그리고 듀폰의 핵심가치 

듀폰의 핵심가치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안전이야 말로 듀폰이 가장 중요시 

하는 핵심가치이자 듀폰의 기업문화 이다. 

안전이야 말로 변하지도, 그리고 타협할 수도 

없는 듀폰의 경영철학이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듀폰이 최초로 세운 공장을 보면, 강가에 

자리잡고 있다. 강가에 자리 잡은 이유는 만약 

폭발 사고가 발생시 (당시 듀폰의 제품은 

화약/다이너마이트에 집중), 폭발로 인한 파편이 강가 쪽으로 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 하는 듀폰의 설립자는 공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공장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살았다. 하지만 1818년,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듀폰의 가족들까지 다치게 되었지만, 그는 다시 

무너진 집을 세우고 공장 중심에서 사는 것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직원들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설립자의 

진심은 직원들에게도 전해져서 많은 직원들이 강 

건너편에서 공장으로 하나 둘씩 이사를 오는 등, 

듀폰의 핵심가치(안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이처럼, 안전이라는 핵심가치는 듀폰의 설립 역사와 함께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듀폰의 접근 방법 

① 위험의 정의 

듀폰이 정의하는 위험 발생 요인은 크게 

2가지로 정의된다. Unsafe Conditions (불안전 

조건)과 Unsafe Acts& Decision (불안전 행동 

및 의사결정)이 그것이다. 불안전 조건은 날씨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말한다. 아래 그림을 보면, 결빙과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비롯되는 위험들을 말한다.  



두 번째, 불안전 행동 및 의사 결정은 구성원들 (직원과 관리자) 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다. 

안전 장비 미착용이나, 부주의, 그리고 위험한 작업 진행 방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 Unsafe Condition (불안전 조건): 결빙, 복잡한 작업 환경 등 > 

 

    

< Unsafe Acts & Decision (불안전한 행동/ 의사결정): 부주의, 장비 미착용 등 > 

 

 

② 리더십과 지속적 훈련의 중요성 

이처럼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조직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리더에 의한 솔선수범 (Leadership by example)과 

지속적 훈련 (Practice Consistent Procedures) 이다. 매뉴얼의 존재만으로는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 실행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칙을 

리더가 앞장서서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리더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의 구성원들 또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불안전 요소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③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한 대응 단계 

총 4가지 단계 (Reactive Dependent IndependentInterdependent)로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작업현장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서진 사다리가 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는 매뉴얼/경영진의 관여가 전혀 없이 본능 (Natural Instincts) 적으로 대응하는 단계 

(Reactive)이다. 이때 부서진 사다리를 보고 직접적인 대응(교환/수리)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부서진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리자 감독/단순 매뉴얼에 의한 수동적 위험대응단계 

(Dependent)이다. 부서진 사다리를 매뉴얼에 맞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단순 

매뉴얼 대응을 넘어서서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개인적(self) 차원에서 예방하는 

단계 (Independent)이다. 이때는 부서진 

사다리를 치우고 새로운 사다리를 가져다 

놓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부서진 사다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다리로 

교체하고, 부서진 사다리를 수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단계 (Interdependent)이다.  

 

듀폰의 10대 안전 원칙 (Safety Principles) 

 듀폰의 10대 안전 원칙을 살펴보면, 라인 매니지먼트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라인 매니지먼트가 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짐으로써,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이에 따른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비로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퇴근 이후의 안전에 

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24시간 안전 생활화’가 직장 內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점은 듀폰만의 

안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기업문화로…  

듀폰은 1960년대부터 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 (안전 교육 관찰 프로그램, STOP)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을 때, 발견 즉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 스스로가 모든 일과 활동(everyday 

activities)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시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자를 이원화 (라인 

매니지먼트와 직원들)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라인 매니지먼트 대상으로는 작업자와 

업무를 잘 관찰하여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일과 활동에 

있어서, 안전에 기반한 행동 원칙(Behavior-based safety)을 교육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을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닌 문화로 구축한 듀폰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우선, 듀폰을 방문한 외부 사람들은 상호 인사를 마치고 나서 회의를 하기 전, 듀폰 직원들로부터 

비상구는 어디 있는지,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설명을 

들어야만 한다. 또한 사무실 안전 조치 - 직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문턱을 없앴고, 화재 방지를 위해 곳곳에 휴대용 소화기/랜턴을 비치해 놓았으며, 90도로 꺾이는 

복도 코너에는 반드시 볼록거울을 설치해 놓아서 직원들끼리 부딪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직원들은 필기구 통에 연필을 꽂아 넣을 때에도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해야 한다. 

날카로운 부분에 찔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발급해준 운전면허증도 듀폰에서는 쓸모가 없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회사 안에서 운전할 수 있다. 직원들은 사내 운전 전문가와 사내 주행을 한 

뒤 합격해야 ‘듀폰 면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면허증이 없으면 사내로 

개인차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매년 안전 운전 검사를 

위한 세부항목별 테스트를 받게 된다. 

이 테스트에서 통과를 해야 면허증을 

갱신해 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 시, 안전이 검증된 호텔에서만 숙박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택시 조수석을 제외하면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출장자가 2명일 

경우에는 택시를 2대로 나눠 타서, 출장 시 반드시 안전 벨트를 멜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Free Hands, Open Eyes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STF (Slips, Trips & Falls, 넘어지거나 헛 

딛거나,미끄러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두 손은 핸드폰, 시야를 가리는 과도한 짐, 뜨거운 

커피나 노트북 등에서 자유롭게 하며 (Hands Free), 두 눈은 얼음판, 주차장 바닥의 기름 등 위험 

요소를 잘 살피어 (Open Eyes) STF사고예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책상에 “Committed to Zero”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항상 안전에 대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