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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revent and minimize construction accidents, the efforts have to 

be made by government or construction companies, but positive safety 

activity made by safety manager, who are in charge of creating safe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workers sense of safety 

should have precedence over that.  To accomplish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discusses current practice of safety management in  

construction work by conducting an investigation on accidents in 

  First, the parliamentary system has to be revised so that safety 

manager with at least over one year experience in construction spot 

should hold the position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level of new 

safety manager. Separately, if the corresponding personnel did not 

major in safety management, he should complete safety control training 

course and then be permitted to hold the position.

  Second, As safety equipments are disassembled and changed 

frequently according to construction processes, safety patrol work 

force has to be put in the right place according to size of construction 

spot and processes, and construction workers and equipment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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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monitored. Improvement measures have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when construction workers dangerous activities or 

problems in safety equipments are found. When safety equipments are 

disassembled and changed, approval should be obtained from safety 

patrol personnel in advance and dangerous factors due to disassembly 

or change of them without permission can be eliminated.

  Third, Participant safety education for construction workers, rather 

than unilateral one has to be conducted by safety officers. As workers 

move to other processes in nature of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has to be made on the corresponding workers by processes, so the 

efficiency and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can be increased.

Education certificates can issued to workers by sites and they can be 

used in education for reference.

  Fourth, Most of workers violations against safety rules are not 

wearing protective equipments and this is caused by unclean protective 

equipments, decreased work efficiency and deficiency of sense of 

safety, so each personnel needs to keep his protective equipments in 

good condition. To take more effective sanction against those who do 

not wear protective equipment, the company should be charged with 

joint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in addiction to personal disadvantage.

  Fifth, As most construction are made by subcontractors in nature of 

apartment construction, subcontractors should necessarily conduct 

safety control activities. So, periodical safety education has to be held 

to improve sense of safety and professionalism for construction 

supervisors of chiefs of subcontractors. To conduct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y have to prepare safety work plans, and 

keep safety work log to practice as planned, In addition, fair evaluation 

program on subcontractors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has to be 

implemented and as subcontractors are notified of their evaluation 

result, this information has to be used for awarding prizes or putting a 

limitation on bids fo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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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1 1.1 1.1 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였다. 그동안 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수준의 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경제성장속에 숨겨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그 피해는 2004년 현재 10,626,242명의 근로자 중 88,874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

생했으며, 지급한 산재보상금도 7,245억원으로 간접손실 3조 7,340억원을 포

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 액이 4조 9,688억원에 이른다(노동부 2004).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막대한 지 알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

으며 최근에 사회의 큰 관심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정부의 

주요정책인 신도시 건설 등 건설공사의 추세가 고층화, 복잡화 대형화 되고 

건설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공사 제약조건의 증가, 신 공법 및 신기술의 채용, 

고용의 불안전등 건설업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3D기피 현상으로 인한 기능 인력의 부족으로 미숙련 기능공이 대거 

건설현장에 투입되면서 다른 산업의 안전사고에 비해 안전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건설업 재해자가 18,896명으로 전체 산업 활동 재해

자의 24.9%에 달하고 있어 건설업의 안전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

고 있다(노동부 2004). 건설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건설능력이 아무

리 우수할지라도 수요주문이 없으면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제조 

산업에서의 안전관리가 계획적이고 안정된 수주에 의해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

하는 작업으로 조직적인 관리가 용이한 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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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은 수요 주문으로서 작업현장이 이동하는 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 국내의 건설업체들은 선진국의 건설시공 능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재해발생 유형은 여전히 추락, 낙하 등의 재래 형 재해가 비

중을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 활동이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관리됨으로 인해 안전시설이 형식적이며 안전수칙이 무시되어 동일

한 종류의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임금에서 점차 안전, 복지향상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노사관계의 안

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시기이며 안전사고 예방은 많은 투자를 통해 양성해 놓

은 기능 인력을 보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과 안전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11...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규명

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논문과 

보고서, 노동부와 통계청, 산업안전관리공단 및 관련단체의 간행물, 인터넷 자

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건설업체들의 사례들도 함께 참고하였다.

- 각 장별 논문의 구성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주요내용과 범위에 대해 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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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에서는 건설안전관리의 정의와 건설현장의 특성, 건설안전관리의 특성,

    건설안전관리의 목적, 국내․외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체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의 실태 및 현황과 안전사고의 유형 및 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태분석결과 나타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요약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분석에서 나   

    타는 문제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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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전략적 전략적 전략적 전략적 접근에 접근에 접근에 접근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2.1  2.1  2.1  2.1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개념개념개념개념

        2.1.1 2.1.1 2.1.1 2.1.1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기본원리기본원리기본원리기본원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과 범위 

설정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안전이란 편안하고 쾌적하여 위험이 없고 안녕

된 상태를 의미하며 더 깊이 해석하면 동양적인 측면의 해석과 서양적인 측면

의 해석을 한다.  안전의 동양적 해석 안전의 安 자는 家+女의 합성어로 집

에 여자가 있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모성적인 자애와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지니고 정서안정, 휴식조절, 분위기, 고용안정 등이 현장 

적용기법이 된다. 안전의 全자의 의미는 入+玉의 합성어로 나라의 권위와 질

서의 상징인 왕이 궁궐에 정좌하여 나라의 법이 엄정히 집행되고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부성적인 엄한 감독, 질서유지, 하드웨어적인 

면과 작업절차준수, 통행로의 설정확보, 최적화된 작업대 설치, 수공구 관리, 

최적 레이아웃, 예방정비 철 저, 정리정돈 청소청결 등이 현장 적용기법이 된

다. 안전의 서양적인 해석 안전의 서양적 의미는 SAFETY 하나하나에 중요한 

뜻을 상징한다. - S(Supervise) 불안전요소 관찰(감독),  - A(Attitude) 솔선

수범, 위험예지실천(태도기술) - F(Face) 개체별 (비)정상판별능력, - 

E(Evaluation)  고려분석, 대책 - T(Training) 불안전요소 제거, 훈련실시 - 

Y(You Are The Owne) 자기생명, 가정, 사회를 책임지는 주인의식의 충만으

로 해석하여 안전(SAFETY)의 여섯자의 중요한 덕목을 가슴으로 느껴 실천하

는 것이 안전이라고 한다. 안전에 대한 동양적 해석과 서양적 해석을 종합하

여 볼 때 안전은 심적인 측면에서 수양을 통한 안정감 확보와 일에 대한 오랜 

경험과 경륜이 필요로 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사고[Accident(영), Unfall(독)]

란 라틴어에서 유래된 Cido(떨어진다, 낙하, 전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 ac

라는 접두어를 붙여 명사화한 말이다. 사고에 대한 정의는 현대에 와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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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원하지 않는 사건(Undersired Event)이라 하는데 예

를 들면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사망, 상 해사건, 화재 및 폭발, 산업적 낭비, 

조업시간의 상실, 단축, 예방할 수 있는 각 종 에너지 혹은 원자재의 손실, 기

계 또는 장비의 과도한 마모 등과 흐름작업,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보틀넥

(Bottle Neck),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의 방출 등 공 해사건, 즉 혐오감을 주

는 악취, 시간손실, 제품의 조악화, 시설의 훼손 등을 바 로 사고로 보는 추세

이다. 따라서 사고는 인명이 살상되는 상해사고와 인명이 시간의 연속성에 의

거 상해를 일으키는 직업병의 이환사고 및 인명은 살상되지 않고 단지 물적 

혹은 환경적 손실을 수반하는 물적·환경적 손실사고, 이러한 인명이나 물적·환

경 적 손실은 없더라도 사고에 기인한 감정의 기복(심하면 때로는 심근경색 

등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 시간적 손실 등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사고로 본다. 이와 같은 사고는 그 결과로서 생산 장애를 초래하여 기업체의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아직도 사고란 낱말을 쓰기조차 몹시 

꺼려하여 재해란 말을 흔히 사용한다. 재해란 사고의 최종 결과인 인명의 상

해나 재산상 손해를 지적하는 말인데, 우리는 사고와 사고의 결과라는 두 가

지 뜻을 함께 내포한 말로 재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재해방지를 사고방지

와 같은 의미로 쓰는 것 등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재해 가 그 성질로 보아 

모든 일에 꼭 뒤따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고에도 반드시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명에 상해를 입히는 인적재해는 물적 재해 건수에 비

하여 훨씬 적은 데도 주로 인적재해만을 재해로 다루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인

명의 재해를 운명 시 하게 되고 물적 재해는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것으로 체

념해 버리고 만다. 더욱이, 재해가 수반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원인조차도 

규명하려 들지 않고 위신 문제로 생각하거나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사고의 발

생 사실조차 은폐하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사후에,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해관리를 하는, 병주고 약주는 격의 자기모순에 빠

져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생각하기보다 요행만을 바라는 비과학적 폐단을 낳게 

된다. 간혹 재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잊어버리자고 하는 말들을 주위에서 가끔 듣고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재해를 입지 않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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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하인리히(H.W.Heinrich)는 5,000건의 

사고통계를 분석, 연구하여 그 유명한 중상재해의 저변(The Foundation of 

Major Injury)]이란 상해강도의 분포도를 창안해낸 바 있는데, 그 분포도를 

보면 재해가 수반되지 않은 무상해사고(No- Injury Accident)가 중· 경 상해

를 합친 사고보다 10배나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인리히는 재해의 피라

밋에서 적어도 300번 이상 불안전한 행동(니어미스의 원인)을 반복하던 사람

이 경상을 입게 되고 때로는 중상을 입거나 죽게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런 니

어미스 사고의 기회를 선용하여 큰 재해를 입게 할지도 모를 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고 자체는 운명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고로 인한 상해

의 정도는 운이라 고 할 수 있다. 거의 같은 성질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사람이 입은 상해에는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몇 올이 빠졌는

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보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사고와 재해를 동의어로 사용하여서는 개념상 혼동이 일어난다는 비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만일 어떤 순간에 사고를 저질렀지만, 다행

스럽게도 운이 좋아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 그 잠재적 원인을 규명하여 같은 성질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

비하는 슬기로움을 지녀야 할 것이다. 재해가 가볍다고 반드시 사고의 원인에 

대소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이 나는 

순간을 다행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불 이 확대되기 전에 불을 껐다고 불의 잠

재 원인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

을 강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만한 어떤 때에 큰 불로 확대되어 전 시설을 다 

태워버리지 않는다고 결코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발생하였던 대

연각과 대와 코너 화재를 위시해서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 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후 며칠 동안은 떠들썩하고 온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는 듯하더니 얼마 가지 아니하여 다 잊어버리고 마치 그 많은 건물 중

에서 어찌하여 내 집만 불에 타겠는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

가 불에 타 죽겠는가 저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런 불상사는 결코 일어

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탓인지 사전대책은 거의 미온적으로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을 희생하고 얻은 귀중한 사고의 교훈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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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민 상호간에 나누어 갖지 못하고 뼈아픈 사고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거

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산업재해란 말이 틀렸다고 하기보다 재해란 말을 

사고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재해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 우리의 안전의식

을 좀먹고 시들게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재해란 농경사회에

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형

성된 손재의 개념으로서 그 사회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산

업사회에 이르러서도 이를 고집함으로써 시대착오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모름지기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재해를 예방해야 옳을 것

이다. 

  또한 우리는 사고의 본질을 공간적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던 A와 B라는 차가 정

면충돌을 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사

고 발생 후에 그 목격자로부터 사고현장의 상황을 청취하여 기사를 쓴다고 하

자. 사고의 내용은 분명히 자타를 불문하고 직접 목격자의 뇌리 속에 남아 있

던 과거의 사고 상황 일 것임에 틀림없다. 즉, 사고를 인식한 그 어떤 현재(시

간의 흐름 속에서)는 사건이 발생되던 그 순간에 영원히 과거의 시간 속으로 

흘러서 사라져 갔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사고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

은 과거의 사건을 더듬어 사고 발생 당시처럼 재현시키려 하는데 불과하기 때

문에 사고의 미시적 세부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통상이다. 그것은 사

고의 본질이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임을 말해 주는 것 이다. A와 

B차가 충돌한 사고 자체가 어떤 공간 내 어떤 지점에서 발생 하였는가도 중

요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동시에 두 물체가 점유하려고 한 모순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그 시간적인 모순이 사고의 본질임을 올바로 인식하여

야 할 것이다. 이론상 사고의 발생은 절대 시간에 속하는 문제라고 한다. 따라

서 우리가 그 사고의 발생 시각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다. 사고의 발생 시각이란 사고의 잠재성이 사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순을 

말하며 그 사고의 순간을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것조차도 과거의 경험과 사고

사례 에 기초하여 추측을 내리는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폭발 사례를 들

어보면 보다 더 명확히 그 시간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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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다른 폭발물에 비하여 느린 분진(예, 밀가루 등)의 경우, 폭발 속도가 

다른 폭발물에 비하여 몇 초간이나 작용하면 착화되느냐 하는 안 전 공학적 

자료를 그 실험값에서 살펴보면 평균 10-3∼10-4초 이하이다. 분진 폭 발사

고가 발생된 직후, 다행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스파아

크가 발생되는 순간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 순간을 미리 인식하기 는 

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목격자도 [번쩍하더니 그만 터졌다]라고 말하

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따라서 절대시간에 속해있던 사고의 잠재성이 상대적 시간에 사고현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재해를 수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간에 우리는 그 원인을 가

능 한한 상세히 규명하여야 한다. 인간이 그 오관에만 의존하여 외적인 위험

한 에너지 시스템을 감지하려는 시도 도 거의 같은 위험을 무릅쓰게 되며, 주

의만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도 어리석은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러나 사고의 불측성을 사전에 알아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개연

성 중의 법칙성 사고의 또 다른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연성, 즉 과학적으

로 아직도 그 한 계조차 규명하지 못한 그런 성질을 띤 것 가운데에서 법칙성

을 띠고 나타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전기가 대전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인화물 질의 적당한 농도의 가연성 증기 또는 가스와 공기의 혼

한기체가 존재하여 폭 발의 여건이 분명히 충족되었는데도 오랫동안 폭발 사

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상세히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시설 내 

공기 중에 습도가 50%이상이 나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자, 이 경우 정전기가 

50% 이상의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 공기 중에서는 방전 스파아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법칙성이 이 사고를 막 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 이르

러서는 ILO 표준안전기준으로 정전 기 대전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습도

를 5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연한 법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고 사 고가 미연에 방지되기도 한다

는 말이다. 우리는 가볍게 어떤 순서를 정하는 경우 곧잘 주사위를 굴린다. 이

런 경우에 어떤 주사위에서는 셋(3)이 다른 수보다 더 잘 나오는가 하면 어떤 

수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체험한다. 숫자적으로 

여섯 숫자 중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확률은 1/6이지만 거의 무한정으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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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굴리지 않는 한 1/6의 확률로 골고루 다른 수가 나오지는 않으며, 빙고

(Bingo)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그날 그 시간에 따라 특별히 잘 나오는 숫자가 

있는 것을 가끔 체험하게 된다. 위의 어떤 주사위의 경우, 만일 셋(3)이 특별

히 잘 나왔다고 하면 셋(3)이 위로 잘 올라오고 넷(4)이 자주 바닥 쪽으로 깔

린 결과이다. 이와 같이 넷(4)이 자주 바닥으로 깔린다는 것은 곧 넷(4)의 면

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면보다 면적이 약간 넓거나 그 부분이 무거

워서 중심이 잘 잡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연으로 보이는 주사위 현상도 자

연중력과 중심의 법칙에 따라 안정된 결과가 그와 같이 나타났을 뿐이라 할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법칙성도 이를 발견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고를 일으

키는 우연성 은 주사위처럼 단순하지는 않으며, 우연히 서로 경합되어 복합적

인 우연성을 나타낼 때가 많지만 그 우연성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법칙성을 가

려내어야 한다. 필연성 중의 우연성 예측을 불허하는 우연의 베일 속에 잠재

되어 있는 우연성은 시간의 추이 속 에서, 사고의 경향이나 개연성 속에서 또

는 사고의 현상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외적조건의 위험스러운 에너

지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인간 자신의 의지를 갖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어지는 방책을 평가, 분석하여 그 방책을 선

택한 연후에 실제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은 필연성을 내다보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구가하여 합리적인 방책으로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기 하여 행동하

며 재해가 미칠 위험이 나타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구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이 그의 의지에 반하는 사고를 반복하여 일으키는 것

을 보면 필연성 속에 우연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우연성은 의지가 없는 외적조건에서 보다는 변화무궁한 인간 자신

의 결함에서 발견해야 옳을 것이며, 그 우연의 가능성도 인간 자신에 더 많다고 

하겠다. 인간 시스템은 복잡하고 행동의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착오를 일으켜 사고의 찬스(Chance : 불명확한 원인)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으

며, 외적 조건이 의지를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우연성은 복합 형태가 되어 찬스

는 더 많아지는 것이다. 안전율(Safety Factor, Factor of Ignorance)을 공학

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도 바로 필연성 속에 잠재되어 있을지도 모를 우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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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율을 무시한 공학적 설계는 우연성이 높고, 안

전율을 모르는 기사는 기사 가 아니라는 말도 나올 법한 일이며, 법칙은 명확

하나 현실에는 필연성과 우연성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927년 

하이젠베르그(W.K. Heisenberg)는 [원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하려

고 하는 경우에 양자의 불확실성의 積(h)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불확

실성, 즉 우연성을 인정하였고 h=0인 필연성만의 세계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

하지 않음을 입증한 바 있다.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 사고는 시간의 추이 속에

서 돌연히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발생되는 사건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흘러간 과거가 되어 버린 사고 발생 시점의 상황을 원상태로 재현할 수는 없

는 것이다. 그 시점에 존재하였던 인간-환경-기계 시스템의 미시적 여건과 상

황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파악하여 비슷한 상황을 재현시킨 다 해도 이는 

성공적이라 하겠다. 사고 발생 원인의 일부가 우연성이 개재되므로 사고의 재

현을 가로막는 요인 도 다름이 아닌 우연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현

상화 되었던 사고는 이 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안되며 사고의 사례

에서 근사값을 얻는 대로 현실적으로 안전율을 감안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

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태껏 아무 일 없었으니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은 사고의 현상화 가능성 또는 재현 불가능성을 믿지 않는데서 

생겨난 그릇된 선입견이라 하겠다. 

인류가 생존하던 태초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무수한 위험요소가 항상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 활동은 거의 

본능적이었다.  그러므로 안전의 정의에 대하여 누구나 쉬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전이란 용어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서로 다

른 무수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비행기에 대한 비행기 조종사와 일반인의 안전감각 또는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고속도로에 대한 안전성의 

감지 등이 서로 다르듯이 안전이란 용어는 여건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분히 상대적이며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수히 많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안전이란 용어의 개념은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조화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인간과 물질, 환경을 상호 균형의 상태로 유지시키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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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 원리로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란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인적· 물적·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 및 발생 과정을 규명하여 균형파괴

를 예방함으로써 균형 상태로 유지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기술, 교육, 법, 행정 

기준 등의 계통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산업안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

에서 시작되었는데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이 고갈되자 석 탄을 캐내기 위해 

땅속으로 깊이 파내려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갱도를 얕게 만들어 심지어는 

9세짜리 도제(徒弟)를 갱속에 집어넣는 등 연소자와 여자들 이 열악한 환경에

서 장시간 혹사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와 장애자가 생기게 되었으

나 일부 사업주들은 사망이나 장해의 원인을 근로자 자신들의 부 주의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해태하는 등 여

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1802년에 

공장 감독에 관한 법률 즉, 도제(徒弟)의 보건 및 도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으로써 여자와 연소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는 1839년에 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즉, 프로이센 아동 노동법을 제

정하고 사업주에게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보호와 산업재해예방 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미국에서는 1896년에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내에 서는 

처음 주법으로 소년을 위한 공장법을 제정하여 공장 감독에 관한 제도를 정착

시켰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

립하는 기초가 되었던 법제도는 1953년 5월 10일 에 제정 공포된 근로기준

법으로서 동법 제6장에 10개조에 걸쳐 위험방지에 관 한 규정을 설정한 것이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법에 기술한 효시 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의 질적인 변화 와 산업재해의 형태

가 다양하여지고 그 폐해가 막심하여짐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종합적인 요소를 규제하는 

단독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1961년에 제정한 근로 보건 관리규정과 1962년 

제정한 근로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독립법 으

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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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라인의 안전책임을 맡기고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다소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1990년에는 이를 전

면 개정하였다.

  인류가 자연의 힘을 활용하던 시대에서는 자연의 힘이 안전을 위협하였으

나, 품질의 향상을 위한 진보된 기계력이 생산 공정에 이용되는 현대에서는 

인간이 이용하는 인적·물적·환경적 요소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

러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균형의 파괴가 이루어져 국가

나 기업 또는 개개인의 목표인 성취나 이윤 추구와는 반대 현상인 안전사고로 

표출될 수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는 사고 때문에 생기는 사고성 재해와 유해한 물질, 환

경 등에 노출됨으로써(대개는 서서히) 얻게 되는 직업성 질병(직업병)으로 크

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거나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는 것은 사고성 재해에 해당되고, 중금속이나 유기용제에 중독되

는 이황화탄소 중독이나 크롬 중독 등은 직업병에 해당된다. 직업병에는 또한 

먼지(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 면폐증, 시끄러운 기계소리(소음) 등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방사선에 의한 질병, 컴퓨터 단말기 질병(VDT) 등 유해환경이나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질병이 포함된다. 

  국제 노동기구(ILO)에서도 “재해란 근로자가 물체, 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

하였거나 각종의 물제 및 작업조건에 노출되거나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

여 근로자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OSHA)은 “작업상의 재해란 작업으로 인한 상

해또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결과에 의해 발생된 절상, 골절, 염좌, 절단 등의 

모든 상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일반적으로 광의의 산업재해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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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로 산업이 다양화함에 따라 수반되는 헤아릴 수 없는 사고나 재해가 

광범위한 영역에 발생되어, 인간생활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산업안전의 우선적인 목적은 무재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산업재해

의 예방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모든 노력은 사고방지의 차원

에서 전개된다는 것이 H. W. Heinrich가 사고방지의 원리를 처음 주장한 이

래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안전의 기본원리이다.

  또한 사고는 물적 불안전한 상태 및 인적 불안전한 행동의 두 가지의 불안

전 요소가 직접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들 불안전 요소를 찾아

내어 제거해 주면 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는 Domino 이론이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접근으로 되어 왔다.  [그림 2-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Heinrich는2) 그

의 저서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에서 사고방지는 지식, 태도, 기능의 

3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5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

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고방지의 5단계>로 알려져 있다. <사고방지 5단

계> 중 제 2단계가 <사실발견(Find Facts)>의 단계로 발견되는 불안전한 요소

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위험은 사고발생 때까

지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발견>은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1) 전게서,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1994. p.88

2) Heinrich, H.W. " Industral Accdent Prevention"  accident cost by Heinrich 

              method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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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사고방지의 5단계

  근래에 들어와 안전에 대한 보다 더 본질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그림 2-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사고는 <위험(Hazard)>으로부터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찾아내어 이

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주던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험성(Risk, 위험의 

재해발생 정도)>을 최소화한다는 <위험통제(Hazard Control)>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산업안전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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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안전관리의 접근방법

  그러나 재해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전개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은, 우선 이러한 위험들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과 발견된 사

실이 과연 위험인지 아닌지 또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

게 판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발견되어 위험으로 판정이 내린 사실에 

대해 어떠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여 이를 제거해 줄 것인

가 하는 것 등의 사항이다.

        2.1.2 2.1.2 2.1.2 2.1.2 위험의 위험의 위험의 위험의 공학적 공학적 공학적 공학적 분류분류분류분류

  위험의 시간적 근접관점에서는 급박한 위험, 위험한 상태, 경미한 상태로 구

분된다. 시간적 측면에서 건설작업의 위험은 작업 상황에 내재하는 위험한 상

태가 대부분이다. 위험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상해위험과 건강상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전의 관점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며 보건의 관점에

서는 유해하다고 한다. 건강상의 위험은 위험인자의 종류에 따라 화학적 위험, 

물리적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으로 분류하며, 에너지 유형에 따라 위험을 분류

하면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물리적 위험, 에너지 위험, 생물학적 위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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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위험으로 분류된다.

  건설공사의 위험은 추락, 낙하, 비래와 같은 개인적 위험, 작업장소 또는 설

비위험 및 환경위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재해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의 

공학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1) 1) 1) 기계적인 기계적인 기계적인 기계적인 위험위험위험위험

 기계, 기구 기타의 설비로 인한 위험을 기계적 위험이라고 하며 생산현장의 기

계적 위험은 범위가 대단히 넓고 양태도 다양하다. 기계적 위험에는 이들 기계

의 작업점 및 동력전도 부분의 기계적 운동한계 내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접촉점 위험”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외에도 기계가 수행

하는 작업으로 인한 원재료, 가공물 등의 비래, 낙하 등의 “물리적 위험”, 그라

인더의 연삭숫돌의 파괴, 보일러의 파열 등의 “구조적 위험” 등이 있다.

                2) 2) 2) 2) 화학적 화학적 화학적 화학적 위험위험위험위험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그 밖에 산화성 물질, 가연성의 가

스 또는 분진 등의 위험물질은 폭발, 화재의 위험성 있고 간혹 중대재해를 일

으키고 있다.

                3) 3) 3) 3) 전기전기전기전기, , , , 열 열 열 열 등의 등의 등의 등의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전기에너지의 위험은 감전과 발열, 발화에 의한 위험이 가장 일반적이다.

  전기설비의 충전부분이나 누전개소에 인체가 접촉하는데서 오는 감전과 아

크용접 등에서 볼 수 있는 눈의 장해,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이 있다. 

  열 기타의 에너지 위험에는 화염, 용융 고열물 들에 의한 화상 외에 보일러, 

화학설비, 건조설비 기타 고온물체에 의한 화상이 있다. 또한, 방사능의 대량 

피폭에 의한 장해, 레이저광선에 의한 눈의 장해 등도 에너지 위험에 속한다. 

                4) 4) 4) 4) 작업적 작업적 작업적 작업적 위험위험위험위험

  작업적 위험에는 작업 방법적 위험과 장소적 위험이 있다. 작업 방법적 위

험은 굴착, 채석, 하역 등의 작업에서 작어방법을 잘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

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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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종류는 굴착이나 채석작업에서는 지하매설물이나 옹벽의 손괴, 토석

의 붕괴 등 하역작업에서는 짐의 붕괴,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이 있다. 이와 같

은 작업방법에서 생기는 위험은 옥외 산업의 전형인 건설작업의 주요 위험원

이다.

  재해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에너지 위험, 작업방

법의 위험을 방지하더라도 예방하기 어려운 작업장소 자체에서 생기는 위험이 

있는데, 이를 장소적 위험이라 한다. 중력에 의한 위험이 일반적이며, 대표적

인 건설재해 유형들은 추락, 붕괴, 도괴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작업장 주변

의 정리, 정돈의 불량, 작업환경의 열악 등에 의한 재해도 대부분 장소적 위험

에 기인한다. 

  원칙적으로 인재는 예방할 수 있으나 현재의 기술로 천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천재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예견하고 피

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거의 대부분이 인재에 속하고 있다. 천재와는 달리 인재

의 특징은 그것을 예방하고자 했을 때 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인재는 예방가능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재는 그것이 생긴 후의 대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기기 전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해의 미연방지에 중점

을 두는 것도 재해의 예방가능의 원칙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을  

  첫째로 하고 그것과 병행하여 피해의 감소에 역점을 두는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건설 산업에서의 설계·시공·준공·유지·해체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형태는 보다 더 복잡·다양

화되었다.

  이는 건설 구조물의 공사·품질·유지관리상의 커다란 장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안전사고 후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관

리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와 안전사고의 관련성 및 시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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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 위험요소를 파악·분석하는 과학기술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종

래의 전통적 관리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는 생명의 유한성·불안전성·재현 불가능성이라는 과학의 기

본 이념 위에 생명과 재산의 영속적 보존을 위한 필요 원리를 연구하는 활동

으로서 일반적인 학문은 종적 방향의 심도 있는 연구가 목적이라면 안전관리

학은 각 분야의 학문을 횡적으로 통합·연구하는 종합적 성격의 학문이라고 표

현할 수 있다.

        2.1.3 2.1.3 2.1.3 2.1.3 작업심리와 작업심리와 작업심리와 작업심리와 인간 인간 인간 인간 과오 과오 과오 과오 

  인간 과오 인간 과오에 대한 생산적인 접근은 인간 과오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단순하게 인간 과오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간 과오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하였으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인간과오라는 것은 생산시스템의 수행도, 안전, 생산성 등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잠재력 혹은 감소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바라지 않는 

인간의 행동 또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업자가 아침

에 출근하면서 점심식사 후 먹을 간식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는 인간 과오라고 할 수 없는 것에 비하여, 어떤 작업자가 공장에 작업을 

위하여 들어가면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다. 이러한 

경우는 인간 과오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은 어떤 행위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혹은 작업자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을 때 그러

한 행위를 우리는 인간 과오라 한다. 만약 인간 과오가 부적절하거나 혹은 원

하지 않은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절하게 원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과오를 야기 시키는 요인은 직무의 복잡성과 직무

의 상황에 있다.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정신적, 신체적 처리량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인간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역량 한계를 가지며 비슷하게 정보를 처

리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역량 한계가 보다 복잡한 직무에서 보다 많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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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저지르게 한다. 단기 기억의 역량 한계와 장기 기억의 회상 문제는 인간

의 성능 신뢰성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특정한 순서에 따른 복잡한 일련의 직

무들은 인간 기억에 무리를 준다. 명문화된 절차의 점검목록을 사용하면 운전

자가 모든 직무 원소와 올바른 순서를 기억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실수가 발

생하기 쉬운 상황이란 인간공학적 배려가 전혀 안되어 있어 실수가 일어남직

한 작업현황을 말한다. 이런 조건은 작업자의 능력, 한계, 경험 및 기대에 걸

맞지 않게 무리한 부담을 준다. 예를 들어 집단의 강한 고정관념에 위배되는 

어떤 설계라도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작업 상황 접근방

법은 사람을 체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사람에 맞추어야 한다는 설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작업 상황 접근방법은 사람을 체계에 맞추는 것

이 아니라 체계를 사람에 맞추어야 한다는 설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작업 상황 접근방법은 실수유발 조건의 식별과 그 치유를 두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은 운전자의 과오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과오가 보다 잘 일어나기 쉽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다발성 은 사람이 아니라 작업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다. 작업자가 보다 많은 과오를 범하기 쉽게 만드는 직무와 장비의 상황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불충분한 작업공간 및 배치(Layout) 

    ② 불량한 환경조건 

    ③ 불충분한 인간공학적 설계 

    ④ 불충분한 훈련 및 작업보조 절차 

    ⑤ 불량한 감독 

  둘째, 심리적 측면의 과오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인간 과오는 작업자 혹

은 기계 조작자의 과오 혹은 재해자의 과오로 설명되어지곤 한다. 이것은 매

우 협의의 관점에서 본 인간 과오이다. 사실 재해에 영향을 준 인간 과오의 

주체는 관리자, 시스템 디자이너, 보수자, 그리고 같이 작업하는 작업자도 포

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 과오란 모든 재해에 영향을 미치

는 하나의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재해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은 인간의 의

사결정상에도 그 요인 혹은 요소가 있다. 간단한 모델에서 보듯이 재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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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나, 혹은 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화 시킬 수 있다. 

이것은 종종 재해를 일으킨 작업자나, 혹은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재해를 

일으킬 기계담당자로부터 책임소재의 구분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종종 비난을 

받기도 한다. 재해에 대한 인간 과오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관점과 재해조사

의 상반된 관점 하에서 인간 과오로 인한 재해의 부분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시

도의 의미가 있다. 다른 요소와 비교하여 볼 때 인간 과오가 재해발생에 어떠

한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람의 부주

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간이 부주의할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인간으로부터 부주의를 제거하지 못함은 사람이기 때문이

다. 이는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부주의가 만든 심리

적 상황 중에서 위험요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특성상 항상 주

의와 부주의 사이를 오가면서 작업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주의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부주의, 즉 인간의 심리적 변화에 따라 판단의 착오를 

범하는데 그 배경에는 아래의 경우가 있다. 첫째, 빨리 작업을 끝내고 싶다든

다, 빨리 횡단하고 싶다 라는 급한 마음이 있을 때 발생한다. 둘째, 정보나 지

식이 부정확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한다. 셋째, 이전에 그 행위로써 성공

하였다든가 등 과거의 경험적 선입견이 있을 때, 이러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넷째, 그러면 좋을 텐데, 혹은 괜찮은데 하는 희망적 관측이 강할 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과오를 유발시켜 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인

간 과오의 발생 요인 산업현장에서의 인간 과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업

종, 기업, 사업장의 장치나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산업 안전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 과오의 내용이나 형태, 그 배경요인, 사고의 형태, 파급효과 등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대책의 역점이 교육훈

련, 적성배치, 동기부여, 팀웍 등 인적 요인의 개선에 있는지, 아니면 작업량, 

작업규칙, 순서, 작업정보, 작업환경, 장치 및 설비 등의 환경요인의 개선에 

있는가에 따라서 조사나 분석방법의 추진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고는 단일원

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반응을 통해 몇 가지 요소의 연계

가 사고에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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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 . . 작업자의 작업자의 작업자의 작업자의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1) 불충분한 경험과 능력 

      (2) 불충분한 경험과 훈련 

      (3) 성격, 기호, 습관의 문제 

      (4) 적합하지 못한 신체적 조건 

      (5) 부족한 도익

      (6) 낮은 사기 

                    나나나나. . . . 교육교육교육교육····훈련상의 훈련상의 훈련상의 훈련상의 문제 문제 문제 문제 

      (1) 직장에서의 훈련부족(윤리교육, 창조능력훈련, 감정예지훈련부족) 

      (2) 감독의 용의주도하지 못함과 잘못된 지도

      (3) 입문서(Manual) 체크리스트 등의 부족 

      (4) 상호주의와 정보, 의견교환의 부족 

      (5) Mannerism기간이 없다.

  연수나 활동의 작업의 대상인 기계·설비의 특성에서 오는 하드웨어적인 과

오요인에 대해서 교육, 지도상의 요인은 다음 직장의 성격에서의 요인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과오요인이 된다. 또한 본래는 개인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므로 교육·지도가 없다든지 부족하다면 과오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이

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나름의 교육·지

도를 해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육·지도상에 문제가 있

다면 역시 큰 과오요인이 된다.

                    다다다다. . . . 직장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성격상의 성격상의 성격상의 성격상의 문제 문제 문제 문제 

      (1) 무리한 또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시간제(초과근무, 휴식시간, 교대제 

여유 등의 면에서) 

      (2) 부족한 작업계획(스케쥴 상의 무리, 작업간의 불균형, 작업팀내의 

불균형 등) 

      (3) 낮은 연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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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효하지 않고 준수하기 어려운 작업기준, 법규 

      (5) 과오에 무관심한 직장분위기 

      (6) 과오에 무관심한 관리체제 

      (7) 분쟁 

                라라라라. . . . 작업특성 작업특성 작업특성 작업특성 및 및 및 및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조건상의 조건상의 조건상의 조건상의 문제 문제 문제 문제 

      (1) 작업자에게 육체적 특성이 계속되는 작업 

      (2) 제어하기 어려운 조정장치를 가진 기계나 기구의 조작작업

      (3) 판단과 행동에 복잡한 조건이 관련되는 작업 

      (4) 상황파악과 예측이 어려운 국면 

      (5) 필요한 속도와 정확성에 불균형이 있는 작업 

      (6) 낮은 자율성 

      (7) 혼동되는 신호의 탐색·검출 

      (8)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 

      (9) 애매한 연휴작업 또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분류 

      (10) 긴장과 주의력의 지속을 요구하는 작업

                마마마마. . . . 인간기계계의 인간기계계의 인간기계계의 인간기계계의 인간공학적 인간공학적 인간공학적 인간공학적 설계상의 설계상의 설계상의 설계상의 문제 문제 문제 문제 

      (1) 의미를 알기 어려운 신호형태 

      (2) 변화와 상태를 식별하기 어려운 표시수단과 조작구 

      (3) 불충분 또는 쓸모없는 정보를 수반하는 표시기단 

      (4) 관계가 있는데도 분산되어 있는 표시기 

      (5) 표시제품과 조작구의 성질과 목적이 일치하지 못함 

      (6) 서로 식별하기 어려운 표시기와 조작구 

      (7) 적당하지 못한 길이의 표시기와 조작구 

      (8) 동작결과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못한 표시 

      (9) 수행할 의사가 없는 동작으로도 작동되는 조작구 

      (10) 적당하지 못한 통제표시비와 저항을 가지는 조작구 

      (11)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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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출입이 불편한 작업 대상 

      (13) 인체의 무리한 혹은 부자연스러운 지시 

      (14) 가끔 틀리는 측정제품, 시험기구 

      (15) 힘을 무리하게 증폭하는 공구 

  또한 일반적으로 인간의  과오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살펴보면 

 

            가가가가. . . . 공동작업 공동작업 공동작업 공동작업 

     (1) 2명 이상의 조작자의 작업과 스텝사이 

     (2) 고속에서 수동 인쇄를 할 때 

     (3) 분리 배정되어 있는 조작의 수동 인쇄를 할 때 

            나나나나. . . . 속도와 속도와 속도와 속도와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1) 고속작업의 스텝 

     (2) 분산배치도로 정확한 타이밍을 필요로 하는 스텝 

     (3) 의지부정을 위한 시간이 짧을 때 

            다다다다. . . . 직별 직별 직별 직별 

     (1) 두개 이상의 표시의 빠르기 변화의 비교 

     (2) 명수의 인력원에 의거한 의지부정 

     (3) 장시간에 걸친 감시 

            라라라라. . . . 부적당한 부적당한 부적당한 부적당한 표시 표시 표시 표시 

     (1) 공통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표시를 분류할 때 

     (2) 빠르게 변화하는 표시를 볼 때 

     (3) 표시의 변화와 모양과 타이밍의 한쪽을 예측할 수 없을 때 

     (4) 부적당한 시청각 Feed Back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이처럼 인간 과오 방지대책 인간 과오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결코 한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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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인간 과오를 줄이기 위한 인간공학적 대책 또한 간단히 한가지

만을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간 과오를 감소하려면 이들 모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 과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서는 첫째, 작업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배제, 둘째, 가능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 의사결정시 충

분히 여러 요인에 대하여 고려, 셋째,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조건으로 인간화, 

넷째, 오인하기 쉬운 여건을 삭제, 다섯째, 오판하기 쉬운 방향성을 고려, 여

섯째, 오독률을 적게 하는 표시장치로 대체, 일곱째, 시간의 요소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따라서 인간 과오의 방지를 위한 대체 수립에 있어서 항상 이와 

같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설비, 작업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 

기본적으로 인간은 과오를 범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시작하

여야 한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또는 심리적 특성에 원인이 있

다. 설비 및 작업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설비나 시스템 설계

자는 반드시 인간이 개재하고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어느 곳이 인간적인 요인

이 관련되는지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를 관리하는 관리자 

및 감독자는 작업자가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고려하고, 그들의 인적요인이 나

쁜 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설비개선, 작업환경 개선, 작업순서를 다시 재고하

여야 한다. 설비 및 작업환경적인 대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위험요인의 제거 회전하고 있는 기기(모터, 컨베어 벨트 등)나 절삭에 

사용하는 기기 등에는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손을 뻗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경우라면, 손이 닿지 않는 어떤 장치를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장치 등의 대

책을 세워야 한다.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예상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풀 프루프, 페인 세이프 사람이 작업 중에 잘못을 하는 대책이 필요하

다. 손을 뻗으면 광전관의 작용이 정지하거나 커버를 벗기면 모터가 정지한다. 

  또한 누름버튼과 같이 양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 손을 내밀 

수 없다든가, 혹은 절삭기의 버튼이 기계의 뒷면에 있어 완전히 신체와 떨어

져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이 경우 인간과 기계 사이를 격리시

키는 것이 원칙이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 안전 플러그, 안전 매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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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정지기 등에 의하여 주로 설비측의 대책을 중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① 동력전달부터 덮개를 벗기면 운전이 정지 

    ② 프레스의 클러치나 브레이크 고장시 슬라이드 급정지

  (3) 정보의 피드 백 시스템 상황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 시스템에서는 시정수(시

정수)가 커지기 쉬우므로 조작자의 조작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으로부터 경향에 관한 예지정보라 할 

수 있는 가공정보의 제공이나, 시스템 내부를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제공 등

이 바람직하며 그런 의미에서 조속히 인공지능의 활용이 요망된다. 

  (4) 경보 시스템의 정비 필요한 행동에 대한 예고경보나 에러에 대하 조치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과다정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

려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고, 또한 로봇 사례와 같이 페이즈 IV(대뇌생리학

의 입장에서 의식 레벨을 4단계로 분류하고, 에러 퍼텐셜과의 관계를 구한 페

이즈 이론의 4단계째를 말함)를 초래시키는 것 같은 경보도 신중하게 고려해

야 한다. 

  (5) 대중의 선호도 활용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습이나 많은 사

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적합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이얼은 시계주위

에, 스위치는 점등이 윗쪽을, 소등이 아랫쪽을 누르게 한다. 포이터와 다이얼

의 움직임의 일치 등 많은 것의 배려가 필요하다. 

  (6) 시인성 설계자는 예쁘게 설계하려고 한다. 가령, 벨브를 많이 나열하거

나 계기나 콘트롤러를 나열하여 배치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특정한 

것을 찾아내기 힘든 조건이 된다. 인간은 한번에 3bit(8개) 정도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 위치나 크기를 변경시키거나, 착색을 하는 것 등 변화를 

시켜 시인성을 좋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7) 인체 측정치의 적합화 인간이 접촉하거나 관여하거나 하는 것으로서 인

체의 크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기나 콘크롤러의 크리, 높이, 시선의 각

도, 힘 등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등으로 

인체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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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요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1) 작업에 관한 교육훈련과 작업 전 회의 작업내용을 숙지시켜 조작의 기

본을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내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업직전에는 순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소집단 회의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의 메뉴얼을 작성

한다. 

  (2) 작업의 모의훈련 사고에 가까운 체험을 하면서 안전지식이 습관화되도

록 하는 수단으로써 모의훈련이 있다. 실제로 사고를 체험하는 대신에 컴퓨터 

등으로 모의적 장면을 제시하고 조치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3) 소집단 활동 작업 집단을 만들어 다같이 대화를 하면서 순서나 안전 포

인터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좋은 활동이며, 특히 안전에서는 위험예지활동이 

있다.

  (4) 관리적 요인에 관한 대책 안전은 안전에 대한 의식에 상당히 많은 영향

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적 요인이 다른 어떠한 요인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2 2.2 2.2 2.2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특성특성특성특성

  건설업은 노동, 자본, 자재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특정한 토지 위에 내

구적인 구출물을 만들어 내는 산업이다. 건설 산업은 국민생활의 근간을 이루

는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를 비롯한 각종 산업기반시설의 건설, 그리고 국

토개발 및 국제적 개발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저자본의 형성 및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 역할을 하고 있

다. 건설업은 크게는 건축, 토목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문화된 여러 가지 업종이 생산과정에 따라 참여하는 복합적인 생산

체계를 갖는 종합산업이다. 

  시공부분을 중심으로 건설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2-3] 과 같다.

  우선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다. 건설업은 선 판매, 후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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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건설공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공사수주경쟁도 치열하다. 이는 다

른 산업분야과 건설업을 확연하게 구분 짓는 특징이다.

신 규 산 업
[그림 2-3] 건설업의 영역 확대

  둘째, 비 반복적인 사업형태이다  건설공사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고 동일

한 설계도면으로 건설되는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이 놓여진 위치, 지반

조건, 공사일정, 노무조건 등 시공조건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유사한 건설공사로부터 경험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피드백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건설 생산물은 일품생산이므로 결과물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일시적, 일회적이며, 생산조직 및 설비의 이동에 의한 현장조립생산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또한, 생산설비가 영구

적이지 않고 임시로 설치되는 소모품 개념이므로 건설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다수의 공사참여자가 필요하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자재 납품업자 등 다수의 독립된 개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들이 

공사과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담당하는 책임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

라서, 이들의 상반된 시각과 상이한 목적으로 인해 협조적인 관계보다는 적대

적 또는 경제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은 자연히 공사의 지연요

소로 작용하게 된다.

  건설산업은 종합적인 산업으로서 공정에 따른 기술의 전문화 및 분업화가 

발달하여 위험이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으나,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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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지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설계단계와 시공단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미비한 

실정이다.

  넷째, 높은 하도급 의존도이다. 건설공사에 많은 공사참여자들이 관여하며 

특히,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수차에 걸친 재도급 또는 공정별, 공사별의 하

도급에서 안전관리체제의 미흡이 초래되며 재해 발생시에 책임의 한계가 불명

확하다.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궁극적으로 공사의 원가절감과 직

결된다는 인식이 부족해, 하도급자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하

고 있다.

  다섯째, 건설업은 생산요소 중 토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모든 건설활동은 

토지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기후나 계절변동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건설상품은 각기 다양성과 이질성, 비분화성을 갖고 있어 규격생산이 

어려우므로 타 산업에 비해서 기계화가 곤란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여섯째, 건설업은 다양한 전문직별 기술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하

도급 생산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은 경기선도 산업으로서 공사의 시행과정을 통하여 기

자재 및 인력의 투입에 따른 자재소비 및 소득증대로 경제적 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다. 시공과 용역부문의 건설 활동이 이루어지면 일차적으로 건설자재의 

수요가 유발되고 이로 인한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고용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은 물론이다. 시공이 완료되고 나면 이를 관리

하고 판매하는 부문과 임대업, 관광업 등 이용부문의 수요가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 관련부문도 이러한 각종 활동을 원활하게 매개

시켜주기 위해 활기를 띠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히 불경기에는 대규

모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는 시책을 쓰기고 하며 건설업의 변동은 전체 경

기변동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황과 불황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조우 수단의 하나로 건설 투자

활동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초반에 경기진작을 위해 건설 활동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의



- xxix -

도적으로 양성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건설 능력과 기술이 아무리 좋고 많아

도 그 주문 수요가 없으면 건설업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건

설업은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일반 제조 산업

에서의 안전관리는 계획적이고 안정된 수주에 의해 규격화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작업으로 조직에서 관리가 용이한 정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

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건설재해가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다발할 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대형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건설업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이

러한 건설재해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건설 안전관리는 단순히 기술 분야로만 평가되거나 

단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각종 건설에 관련된 기술 자료의 수집,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는 종합적인 과

학기술이 필요한 지식 집약적 분야이다. 그러므로 건설 안전관리는 문명의 발

달과 더불어 인위적으로 축조되는 구조물의 설계에서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위험요소를 파악·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종합적 안전관리를 실시함

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궁극적 목표인 균형·조화의 상태로 회복

시키고 총체적 이윤추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독자적인 기술관리의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 안전관리 분야는 그 자체의 기술 개발뿐만 아

니라 이와 관련된 타 분야의 학문영역까지도 다루어야 하는 지식 광역성 특성

을 가진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안전관리는 건설재해의 특성에 따

라 정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역사의 흐름 즉 시간성과 경제성의 특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3E, 즉 교육, 규제, 기술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제조업과 건설업

의 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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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안전관리의 3E에 따른 일반제조업과 건설업의 특성비교

구  분 일 반 제 조 업 건  설  업

기술

(Engineering)

 고용기간, 인원, 수준이 확실

 Data 수집, 정리 및 대책수립

 가능

 안전관리 대상의 단순

 소규모 재해

 고용기간, 인원, 수준이 불확실

 데이터 수집, 정리 및 대책수립  

 의 어려움

 공정의 복잡, 다양

 대규모 중대 재해 가능성

교육

(Education)

 소규모, 교육의 전달 및 파급효  

 과 극대

 노동조합의 구성 가능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능동적

 소규모, 교육의 전달 및 파급효  

 과 적음

 노동조합의 구성 어려움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수동적

규제

(Enforcement)

 명령계통이 One-Line으로 관리  

 용이

 규제가능, 자체조직

 구조물 내부작업

 하도급 체제로 명령계통의 관리  

 난점

 하도급 체제로 규제력 약화

 자연에 노출된 상태

 구조물 자체가 안전에 대상물

  자료 : 이충희, 건설현장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연구 2003. p.13.

2.3 2.3 2.3 2.3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안전관리의 궁극 목적은 인도주의의 구현에 있고, 인도주의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생산능률의 향상이란 결실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나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인적, 물적인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잇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직장으로서의 사회적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의의를 4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주의의 실현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동일하고 중요

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으며,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권

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한 신체는 그들의 생활을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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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인간존중의 

차원에서 재해예방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손실방지에 있다. “모으는데는 평생 버리는데는 순간”이라는 

슬로건이 있다.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는 막대한 경비손실이 초래된다. 

직접손비를 제외하고라도 간접손비는 4배 이상(H.W. Heinrich의 1:4법칙)의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은 안전관리비의 투자로 큰 재해를 방지하는 합리

성을 모색해야 된다. 

  셋째, 생산능력의 향상에 있다. 재해발생시 작업능률의 저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선 기능 인력의 손실이 발생되고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구하여 그 기능에 맞게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미숙련으로 인한 작업의 중단이나 지연이 초래되며 건물

이나 구조물의 손해 시에는 전체 공기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

  넷째, 근로자의 사기 향상에 있다. 사기는 안전에 미치는 무형적인 요인으로 

인간의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 발생되며 생산과 재해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도 근로시간의 약 20%에 해당하는 시간동안엔 위

험의 불안에 떨거나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근로자

가 안심하고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한 사례로 20세기 초 U.S 철강회사를 창설한 개리(E.H Gary)사장은 회사의 

경영방침을 “생산 제 1 품질 제 2 안전 제 3” 으로 정하여 회사를 경영하였

으나 산재가 줄지 않고 품질과 생산성도 향상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안전 제

1 품질 제2 생산 제3”으로 경영방침을 변경하고, 안전제일을 강화하였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좋은 여론이 조성되어 우수한 인력이 이 회사

로 모여 들었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사기가 충전하였다. 그 결과 안전사고는 

급속히 감소되었으며 품질과 생산성도 향상되는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

던 것이다. 

  개리사장이 안전제일을 주장한 순수한 동기는 인도주의였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안락

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겠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공장구조를 개선

토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하여 안전투자는 곧 회사경영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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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 

  다음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심리학

자 매슬로우(Abrahm H. Maslow)는 인간의 동기나 욕구가 그 중요성에 따라

서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환경을 갈망하

고 있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며 낮은 수준의 욕구

가 만족되면 점점 높은 수준을 운하는 5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매슬로우의 욕

구 5단계이론이며 모형은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4)

  [그림 2-4]에서와 같이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 

  타 산업에 비하여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건설업은 인간이 보다 풍요로

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및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에 이르

기까지 많은 것을 제공하는 사회간접투자 산업으로서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김진경, “건설업 재해예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공제조합,  제1회 건설재해예방 심포지엄) 

1987. p.30

4) Maslow, Abraham H.  "The Fu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Motivation" 

Personality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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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산업에서 안전사고 및 재해는 그 규모가 크고 다양하며 복잡하기 때문

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차도 타 산업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안전관리의 목적은  설계에서부터 시공, 완공 후의 유지. 관리 및 해제

에 이르기까지 위험요소를 파악 분석하여 안전사고 및 근로자 재해를 기술적

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3요소인 공사기간, 품질, 단가 등에서의 이윤의 감소 

및 장애요소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이익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선진화의 기본적 기반을 조성, 발전시키는데 

있다.

2.4 2.4 2.4 2.4 국내국내국내국내����외의 외의 외의 외의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체제체제체제체제

        2.4.1 2.4.1 2.4.1 2.4.1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체제체제체제체제

  단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제는 산안법의 제1차 전면 개정(‘90년)으로 사

업주의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생산라인상의 관리감독자가 안전활동을 하도록 구

현되었으며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 또는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

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의 선임과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법 제 13조, 영 제9조, 시행규칙 제 12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에 적용된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⑵ 관리감독자(법 제14조, 영 제10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장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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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안전 담당자(영 제11조)

  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책임자가 산안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

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작업책임자를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업무 외에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

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⑷ 안전관리자(법 제15조)

  산안법 제 15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

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에서 정한 직무

� 방호장치,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2.4.2 2.4.2 2.4.2 2.4.2 외국 외국 외국 외국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체제체제체제체제

                (1) (1) (1) (1) 일본일본일본일본

  우리나라의 산업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법령은⌈노동안전위생법⌋으로서, 우

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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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은 중앙노동재해

방지협회와 건설업재해방지협회 등 민간단체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규모나 역할이 안전공단과 순수한 민간단체로 나누어진 우

리나라의 실정에 비해 더욱 조직적인 민간차원의 안전 활동이 가능하다.

  노동안전위생법에는 사업장내 안전위생관리업무를 총괄하기위하여 총괄 안

전 위생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총괄안전위생관리자의 임무 중 안

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업종 및 현장의 규모에 따라 안

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위험작업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주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여 관계 도급인과의 협의조직 설치 및 

작업장소 순시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착공 이전단계의 안전대책으

로 일본에서도 공사계획의 수립과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측면

에서 건설공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나 건축주, 설계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는 미비하다.

        ⑵⑵⑵⑵    독일독일독일독일

 건설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EU 기본규범 92/57/EEC 의해 대형 건설현장

을 위주로 97년 이후 법적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기획안전보건 coordinator

과 건설시공 안전보건 coordinator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기획 안

전보건 코디네이터는 여러 건설회사들이 참여하는 건설현장에 있어 건설사업

의 설계과정, 공사시행계획과 준비과저에서 건설현장의 공동조건개선과 추후 

건설현장 토지, 지면을 사용할 때에 근로조건 코디네이터는 공사착공 준비 및 

공사시공 과정에 작업조건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건설시공 

안전보건 코디네이터는 공사착공 준비 및 공사시공 과정에 작업조건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제 중 특정한 몇 개를 수행할 것을 위임받는다.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 coordinator의 건의자문을 고려하여야 하고 

작업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에 관한 법(ASIG)' 제5조에 규정에 의거하

여 산업안전보건, 사고예방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원청업체, 하청업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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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여야 하며 연근무시간은 공사별 위험등급 및 평균 근로자수에 따라 산

정된다. 

  안전관리자는 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참여하고 안전관리 제반비용 계상 

및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 무시로 발생한 사고는 모든 책임이 현장소장에게 

돌아간다.

  기본적으로 자율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의 무리한 진행의 회

피하고 건설장비의 현대화 및 현장적용이 용이한 규정이 되어있어 근원적 안

전성 확보하고 있다.

        ⑶⑶⑶⑶    영국영국영국영국

  영국의 건설안전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1974년 제정된 HSWA(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의 건설안전사항과 1992년 제정된 건설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EU 기본규범 92/57/EEC 규정에 근거하고 상기 법규와 규

정의 이행을 위해 CHSW 규칙 1996(The Construction Health, Safety and 

Welfare), CDM 규칙 1994(The Construction Design & Management)등이 

있다.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상귀권자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참

여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CDM이라는 건설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하여 시공자 위주의 기존 건설안전관리체제를 혁

신하였다.

  건설안전조직에 구성에 관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건설사업장내의 안전관리체

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중인 CDM제도가 있고 근원적 건설안전을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3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제도로 건설안전제

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고 시공사중심의 건설안전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관

리책임을 발주자에게 두며 설계, 발주, 완공시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계획통제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총괄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고 시공자는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위험요소 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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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⑷⑷⑷    미국미국미국미국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970)은 세계최초의 

종합 안전보건법으로 “미국내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을 화보해주고 인력자원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계자 선임에 관한 구체적 강행규정은 없으나 재해발생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소환장, 사고발생에 따른 재해보상요율의 상승 

등으로 인해 대부분 안전관리 조직을 갖고 있다.

  대형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부서의 장이 있고 안전부서의 장

은 다른 유사한 업무와 겸직하며 안전조직을 관장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하고 안전관리자는 상해사고의 발생, 비상해사고 

및 수칙불이행 행동 등에 의해 나타나는 현장안전이행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현장감독을 실

시한다.

  소규모 건설회사는 인적자원이나 경제적 여력 등을 감안하여 전담이 아닌 

겸직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에 관한 조언이나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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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재해 재해 재해 재해 현황 현황 현황 현황 및 및 및 및 분석분석분석분석

3.1 3.1 3.1 3.1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재해현황재해현황재해현황재해현황

  전 세계적으로 한 해 200만 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약 2000 여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성장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적으로도 2004년 산업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노사분규

에 의한 손실액의 5배에 이르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산업재해예방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노동부. 2005). 앞으로의 사회는 경제 발전

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안전관리의 문제는 향후 미래 산

업 사회에서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은 건강한 산업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2004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노동부. 2004). 전국의 

사업장수 1,001,084개소, 근로자수 10,713,193명에서 2004년 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자수는 65,086명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으

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1,039,208개소이고 근로자수는 10,473,090명이며, 

이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8,8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도와 비

교하여 재해자수는 6,050명, 약 6.4%, 사망자수는 98명으로 약3.4% 감소하

였으며 재해율은 0.85%로 전년 대비 5.6%, 사망 만인율은 2.2%로 각각 감소 

하였다. 

  산업재해자수 중에 사망재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재해자는 2,825

명이며 그 중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1,537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1,288명

으로 나타났다.

  사망재해 유형은 뇌․ 심혈관질환이 788명, 추락이 570명, 진폐 421명, 교통사

고 24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70이며 2003년도 2.76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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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포인트 감소 하였다. 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의 추세는 ’96

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나, ’97년도는 3.33으로 증가하다가 ’98년도에는 

2.92로 감소하였으며, ’99년도에는 3.08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도에는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전년도

에 비하여 2.17% 증가하였다. 

〈표 3-1> 연도별 사망재해 추이

4

3

2

1

연 도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근 로 자 수 7,893,727 8,156,894 8,236,641 7,582,479 7,441,160 9,485,557 10,581,186 10,571,279 10,599,345 10,473,090

사 망 자 수
1 )

2,662 2,670 2,742 2,212 2,291 2,528 2,748 2,605 2,923 2,825

사 망 만 인 율
2)

3.37 3.27 3.33 2.92 3.08 2.67 2.60 2.46 2.76 2.70

업 무 상 사 고
사 망 자 수

2,431 2,272 2,047 1,662 1,456 1,414 1,551 1,378 1,533 1,537

업 무 상 사 고 
사  망 만 인 율

3) 3.08 2.78 2.49 2.19 1.96 1.49 1.47 1.30 1.45 1.47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를 포함

한 것임

2)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업무상질병 사망자수

3)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3.37
3.27 3.33

2.763.08
2.67

2.60
3.08

2.78

2.49
2.462.19

1.96

1.49 1.47
1.30

1.45

2.92

2.70

1.47

――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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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망재해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건설업이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사망자의 52.4%(408명)가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5.43

23.79

27.58

0.28

7.50

25.42

0

5

10

15

20

25

30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구성비(%)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1] 2004년도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도 (단위 : %)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자수는 9,183명으로 2003년 대비 53명

(0.6%)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업병 중 진폐의 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이로 인해진폐, 난청, 중금속 중독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진폐가 크게 증

가(623명)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3년 대비 587명(30.8%)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진폐의 큰 증가는 2003.7월 진폐 13등급의 신설에 기인한다 할 수 있

겠다.

  작업관련성 질환자수는 6,691명으로 전년 대비 534명(△7.4%)이 감소하였

고 뇌심혈관질환자의 경우에는 2,285명, 근 골격계질 환자는 4,112명의 순으

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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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도별 업무상질병자 추이

8.0

4.27

1.71

2.36

2.57

2.42

3.67

5.34 5.12

8.61
8.77

5.0

4.5

4.0

3.5

3.0

2.5

2.0

1.5

연도
구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근 로 자 수 7,893,727 8,156,894 8,236,641 7,582,479 7,441,160 9,485,557 10,581,186 10,571,279 10,599,345 10,473,090

1) 업 무 상
질 병 자 수

1,351 1,927 2,119 1,838 2,732 4,051 5,653 5,417 9,130 9,183

2) 업 무 상 질 병 
만 인 율

1.71 2.36 2.57 2.42 3.67 4.27 5.34 5.12 8.61 8.77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1) 업무상질병자수 ＝ 업무상질병 요양자 ＋ 업무상질병 사망자

   2) 업무상질병 만인율 ＝ 업무상질병자수 / 근로자수 × 10,000

  세부내용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자수는 65,086명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1,039,208개소이고 근로

자수는 10,473,090명이며, 이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8,874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중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2004년 한해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자 수는  2,825명으로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2.70으로 나

타났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유족급여 지급일 기준)는 1,537명으로 2003

년 대비 4명(0.3%) 증가 하였다  재해발생일 기준으로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6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288명으로 나타

났으며 발생형태별로 보면, 뇌심혈관질환 788명, 추락 570명, 진폐 421명, 사

업장외 교통사고 191명 순으로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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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에 따른 산업재해자수는 제조업이 37,579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이 18,896명(21%)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3]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68.0%(60,423명), 전체 사망자의 55.1%(1,557명)로 가장 많은 산

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22.0% 

(19,562명), 전체 사망자의 17.8%(504명)가 각각 발생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재해자수, 

재해율이 감소하였으며 재해자수는 5˜49인 사업장에서, 재해률은 50˜99인, 

300˜999인 사업장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형태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협착(감김, 끼임), 전도, 추락, 

충돌, 낙하, 비래 등 5대 재래형 재해가 전체 업무상사고 재해의 76.5% 

(60,944명)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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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5인

49인

5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999인

1000인이상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4]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5대 재래형 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비금속, 금속제품제조가공업, 기

계기구제조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자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자수는 

9,183명으로 2003년 대비 53명(0.6%)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업병 중 진폐의 

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진폐, 난청, 중금속 중독 등에 의

한 직업병자는 진폐가 크게 증가(623명)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3년 대비 

587명(30.8%)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진폐의 큰 증가는 2003.7월 진폐 13등

급의 신설에 기인한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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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폐 난정 금속및중금속 유기용제 특성화학물질 기타

직업병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5] 업무별 질병재해 현황

  입사근속기간에 따른 산업 재해률을 살펴보면, 입사근속기간 1년 미만 재해

자가 전체 재해자의  56.9%(50,59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3년이상 근무자의 

산업재해자는 22%(23,590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입사근속기간 6개월 미

만 재해자가 46.6%(41,450명)으로 가장 높은 산업 재해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에 관련하여 근무기간이 적을수록 여러 가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 적은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세심한 

주위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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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이상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6] 근속기간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연령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4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전체 재해

자의 60.8%(53,992명)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에서 30.8%(27,364

명)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단순한 노무직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산업재해의 위험이 따르며 세심한 주위

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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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50세이상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7] 연령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요일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월요일(16.7%, 14,884명), 금요일

(16.6%, 14,709명), 화요일(16.3%, 14,530명) 등의 순서로 발생으로 산업재

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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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8] 요일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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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별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10˜12시(25.5%, 22,624명), 14˜

16시(18.4%, 16,349명), 16˜18시(14.2%, 12,582명) 등의 순서로 발생, 시간

대별로 산업재해의 사고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159

11,046

22,624

7,817

16,349

12,582

8,500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9] 시간별 산업재해 현황

 

  지역별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지

역으로 1.27%의 재해율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는 경남지역이 1.19%, 인천

지역이 1.17%의 재해율을 나타냈다. 지역별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서울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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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

지    역 근 로 자 수 재  해  자  수 재  해  율(%)

계 10,473,090 88,874 0.85
서 울 2,968,258 14,471 0.49 

부 산 633,109 6,527 1.03 

대 구 498,516 5,132 1.03 

인 천 493,047 5,760 1.17 

광 주 329,193 3,193 0.97 

대 전 327,842 2,601 0.79 

강 원 317,056 4,015 1.27 

경 기 2,079,658 19,795 0.95 

충 북 315,044 2,522 0.80 

충 남 386,790 2,863 0.74 

전 북 297,910 3,398 1.14 

전 남 270,960 2,081 0.77 

경 북 446,675 3,720 0.83 

경 남 1,017,401 12,133 1.19 

제 주 91,631 663 0.72 

1.27

1.19 1.17
1.14

1.03 1.03
0.97 0.95

0.83
0.80 0.79 0.77

0.74 0.72

0.49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강원 경남 인천 전북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북 충북 대전 전남 충남 제주 서울

재해율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통계. 2004 

[그림 3-10]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



- xlix -

3.2 3.2 3.2 3.2 건설현장의 건설현장의 건설현장의 건설현장의 재해 재해 재해 재해 유형 유형 유형 유형 및 및 및 및 중대재해중대재해중대재해중대재해

        3.2.1 3.2.1 3.2.1 3.2.1 건설현장의 건설현장의 건설현장의 건설현장의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1) 1) 1) 1) 흙막이공사 흙막이공사 흙막이공사 흙막이공사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지반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

으로 지반이 연약하거나 작업장소가 협소한 경우와 지하수나 외부유입수로 인

하여 작업 중 지반붕괴가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작업이 혼재되어 수

행되므로 환경적으로 위험요소를 많이 내재하고 있다.

  · 빔이나 흙박이 토류판 등의 변형에 의한 침하 및 붕괴

  · 자재 인양 로우프의 취급 및 선정 부주의에서 오는 낙하, 충돌

  · 작업자가 장비의 작업반경내 진입으로 굴착 시 협착, 충돌

  · 부재 위로 이동하거나 그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

  · 주변 건축물, 시설물 지반의 지하수 배출로 인한 붕괴 및 도괴

                2) 2) 2) 2) 비계공사 비계공사 비계공사 비계공사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비계작업은 강관파이프를 운반하여 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 추락안전 시설

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고소 작업으로 작업발판이나 안전 벨트 착용 없이 강

관파이프에 의지하여 이동하면서 작업함으로서 사망재해의 위험이 높다

 · 비게 연결부분 결함으로 인한 작업구간 이동시 추락

 · 안전벨트 미착용 작업장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추락

 · 비계 파이프 낙하로 인한 통행하던 작업자가 맞는 재해

 · 비계 해체 작업 중 비계의 흔들림으로 발생되는 추락 

                3) 3) 3) 3) 철근 철근 철근 철근 콘크리드 콘크리드 콘크리드 콘크리드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재해 재해 재해 재해 유형유형유형유형

  구조물 작업은 크게 형틀(거푸집)작업, 철근가공조립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

업으로 이루어지고 형틀작업의 경우는 목적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기능의 

난이도가 다양하며, 특히 신제품의 형틀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고도의 기능을 

요하며 주로 콘크리트 작업과 병행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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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직종중 하나이다. 철근 작업은 근로특성상 비

교적 이동이 심한 편이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의식이 가장 결여된 직종중의 하

나이다. 

  · 슬래브 단부의 형틀 및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추락

  · 측벽 갱품 조립 해체시 추락

  · 슬래브 단부에서 거푸집을 인력으로 주고 받다가 추락

  · 앨리베이터, 피트내부 작업시 작업발판 지지 부실에 의한 추락

  · 각종 개구부 덮개 결함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외이어로우프 절단으로 인한 인양물의 낙하로 인한 재해

                4) 4) 4) 4) 방수방습공사 방수방습공사 방수방습공사 방수방습공사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방수작업은 작업장소 및 특성에 따라 시공방법이 달라지고 작업은 면처리·

조명시설·작업발판설치·파취·방수작업·발판해체의 작업과정을 거쳐 공정이 마

감되는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밀폐된 공간의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공기를 환기시킨 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도록 하여

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투광기 전선인출구 부위의 전선 훼손으로 인한 감전

  · 에폭시 코팅작업 중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

  · 아스팔트 가열 중 가마주변에 세워 놓은 가스통의 폭발

                5) 5) 5) 5) 조적공사 조적공사 조적공사 조적공사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근로자의 이동이 특히 심하여 타 직종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비교적 많다. 

리어카 운반이 많으며 작업발판도 규격화된 것을 사용하기를 기피하고 현장에

서 쉽고 구할 수 있는 가설재를 주로 이용하려는 습성이 있고 더욱이 안전난

간대의 설치필요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리어카로 자재운반시 전도 및 협착·충돌

  · 건설용 리프트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재 낙하

  · 쌓은 벽돌과 함께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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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미장공사 미장공사 미장공사 미장공사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미장공사는 주로 실내작업이지만, 실외작업일 경우 한 장소에서 작업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꺼리고 주로 작업발판을 현장 가설재

인 폐합판, 각재, 비계, 드럼통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해 위험이 높다.

  · 작업발판이 도괴 및 붕괴되어 추락

  · 작업발판에서의 헛디딤으로 전도 및 추락

  · 페인트통, 드럼통 위에서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추락

                7) 7) 7) 7) 타일공사 타일공사 타일공사 타일공사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타일 작업은 단순형태의 작업이며 소수인원이 작업을 한다. 작업량에 따라 현

장출입이 일정치 않고 운반과정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관

리 및 통제가 어려워 작업자들이 보호구 착용을 기피하려는 관행이 높다. 

  · 건물내부 청소시 쓰레기를 밖으로 던져 낙하물에 의한 재해

  · 믹서기의 작동시 손에 묻은 물기로 인한 감전

  · 타일 운반시 전방 미확인으로 인한 전도 또는 개구부 추락

                8) 8) 8) 8) 창호공사 창호공사 창호공사 창호공사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건물내부 및 외부의 고소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게 되므로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미비

한 실정이다. 아파트 등의 대형창틀은 실내운반이 불가하여 원치 등을 이용하

며 인양하고 있으나, 원치 사용 미숙과 자재를 인양 중 외부비계에 걸리거나 

접촉될 때가 많다.

  · 외부비계로 이동 중 불안전한 작업발판으로 인한 추락

  · 원치드럼 와이어가 끊기면서 재료 및 원치 포스트가 전도 

                9) 9) 9) 9) 유리공사 유리공사 유리공사 유리공사 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재해유형

        현장의 상황에 따라 내·부 작업이 이루어지면 특히 대형 창 인양시 외부에

서 곤도라,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이 수행되므로 시공시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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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딩 외벽 유리 코킹작업을 위해 옥상 파라펫을 넘다가 수직 구명로프에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추락방지조치 불량(수직구명로프 미설치, 안전대미착용) 및 곤도라 상부   

    고정 불량으로  인한 추락

                10) 10) 10) 10) 지붕공사 지붕공사 지붕공사 지붕공사 재해유형 재해유형 재해유형 재해유형 

  안전시설을 설치해도 지붕공사에서 외부비계가 모두 해체되는 경우가 있는

데, 외부비계가 있는 발코니부분만 난간대 또는 안전대부착설비를 하고 측벽

부문에는 안전시설과 안전대부착시설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추락방지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작업자  

    가 추락하는 재해

                11) 11) 11) 11) 도장공사 도장공사 도장공사 도장공사 재해유형 재해유형 재해유형 재해유형 

  외벽 도장작업을 수행할 시에 달비게에 의존하여 작업하므로 위험이 비교적

큰 작업 중의 하나이다. 

  ·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작업 중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

  · 작업발판 취약하여 부러지면서 추락 또는 전도

  ·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

                12) 12) 12) 12)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재해유형 재해유형 재해유형 재해유형 

  전기작업은 골조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작업으로 임시 수전설비 및 배관

공사 입선, 등기구공사, 수배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대부분이 옥내에

서 이루어지며 사다리, 이동식 간이발판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불안전한 사다리나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전격방지기 선을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감전

  · 사용공구에 의해 감전되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의한 감전

  · 수배전반의 내부 활선 작업 중 부스에 접촉되어 감전재해

  · 불안전한 발판을 사용하여 등기구 취부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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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3.2.2 3.2.2 3.2.2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재해현황재해현황재해현황재해현황

  다음은 2004년 상반기 중 중대재해자 250명에 대한 노동부와 산업 안전공

단이 조사한 분석 결과이다.

  - 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 개월 이상의 용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업무상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 1) 1) 1) 공사종류별 공사종류별 공사종류별 공사종류별 중대재해 중대재해 중대재해 중대재해 현황현황현황현황

<표 3-4> 건축공사별 중대재해자수 현황

  자료 : 산업안전관리공단  2004.6

  공사종류별 중대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중 플랜트 

현장에서 발생된 중대재해자수가 51명(20.4%)으로 전체 건설업의 약 1/5정도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현장이 40(16%)로 나타났으며 플

랜트 공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업공공시

설이 38명(1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사

종류
계

아파

트

상업
공공
시설

주거
숙박
시설

병원
학교
후생
시설

플랜

트
도로

상하

수도
전기 기타

중대재

해자수
250 40 38 21 20 51 14 7 19 40

비율

%
100 16.0 15.2 8.4 8.0 20.4 5.6 2.8 7.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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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단위공정별 단위공정별 단위공정별 단위공정별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현황 현황 현황 현황 

<표 3-5> 단위공정별 중대재해자수 현황

계 토공사
가설
공사

도장,
방수
공사

미장
타일
공사

창호
유리
공사

지붕
공사

전기
공사

기타

250
19

(7.6)

11

(4.4)

17

(6.8)

17

(5.6)

4

(1.6)

9

(3.6)

27

(10.8)

106

(42.4)

자료 : 산업안전관리공단  2004.6

  단위공정별 재해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로 인한 중대재

해가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공사, 가설공사, 미장타일 공사의 경우에도 

전체 건설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3) 3) 3) 3) 기인물별 기인물별 기인물별 기인물별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현황현황현황현황

<표 3-6> 기인물별 재해자수 현황

계
비계

작업발판

자재 및

물질류
개구부 구조물

차량 계

건설기계
기타

250
33

(13.2)

28

(11.2)

23

(9.2)

11

(4.4)

24

(9.6)

131

(52.4)

  자료 : 산업안전관리공단  2004.6

  기인물별 재해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비계작업발판 작업에 따른 재해자수가 

33명(13.2%)으로 가장 높은 재해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재 및 

물질류에 의한 재해, 차량 및 건설기계에 따른 재해, 개부부에 따른 재해 순으

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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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원인별 원인별 원인별 원인별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현황현황현황현황

        직접 원인별 재해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구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배치

가 잘못된 것과 작업환경 및 장소의 결함에 기인한 불안전한 상태의 원인과, 

근로자의 두통, 근시, 난청, 태도불량, 긴장 등 신체적, 정신적 원인에 의한 불

안전한 행동의 원인이 있다. 

<표 3-7> 직접 원인별 재해 현황

직접 원인 세부 사항 비 율

불안전한 상태

1. 물체 및 설비의 결함

2. 안전방호 시설 결함

3. 복장 보고구의 미지급 부적절

4. 작업통로 미확보 부적절

5. 작업장소 불량 및 부적절

6. 작업공정의 결함

7. 작업장소의 근본적 위험요인

8. 기타

60(24.0)

79(31.6)

7(2.8)

29(11.6)

8(3.2)

63(25.2)

3(1.2)

1(0.4)

불안전한 행동

1. 설비기계 등 부적절 사용

2. 불안전한 상태 방치

3. 작업절차 및 방법 부적절

4. 불안전한 작업수행

5. 무리한 작업 행위

6. 불필요한 동작

7. 복장, 보호 장비 부적절 사용

8. 작업의 위험장소 접근

9. 감독 및 연락 불충분 

10. 기타

2(0.8)

25()10.0

83(33.2)

1(0.4)

11(4.4)

2(0.8)

83(33.2)

3(1.2)

35(14.0)

5(2.0)

  자료 : 산업안전관리공단  2004.6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재해를 살펴보면 안전방호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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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이 약 31%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공적의 결함이 25.5%로 그다음을 차지

하였으며 물체 및 설비의 결함이 24%을 차지하였다.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를 살펴보면  작업절차 및 방법 부적절 사용과 

복장, 보호장비의 부적절 사용으로 인한 사고율이 약 33.2%로 가장 많았으며 

감독 연락 불충분이 14%로 그다음을 차지하였으며 불안전한 상태배치가 

24%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재해발생요인을 보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고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5) 5) 5) 5) 발생형태별 발생형태별 발생형태별 발생형태별 재해 재해 재해 재해 현황현황현황현황

<표 3-8> 사고형태별 재해 현황

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붕괴

도괴
협착 감전

화제

폭발

우해

화학

250
121

(48.4)

16

(6.4)

20

(8.0)

17

(6.8)

50

(20.0)

3

(1.2)

16

(6.4)

5

(2.0)

2

(0.8)

  자료 : 산업안전관리공단  2004.6

  중대재해자에 대한 노동부와 산업 안전공단이 조사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추락 재해로 인한 중대재해가 48.4%로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붕괴, 도괴에서 20.0%로 추락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전이나 전도 등의 재해유형으로 나타났다. 건

설현장의 중대재해인 경우 전체 건설업의 절반에 넘는 중대재해는 추락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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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3.3 3.3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재해에 재해에 재해에 재해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분석분석분석분석

  2004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 안전사고에 대해 요약하

면 우리나라 건설업 총 164,061개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모두 

5,391,565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소속별로는 원도급사에 2,945,256

명, 협력업체에 2,428,194명, 파견직에 18,115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 2004). 윈도급사 중 71.7%, 협력업체 중 83.9%가 비정규 

직원으로 원도급사, 협력업체 모두 정규직원보다는 현장채용이나 일당직의 형

태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았다. 한편, 정규직원의 

비중은 원도급사의 28.3%, 협력업체의 16.1%로 나타나 협력업체 직원일수록 

정규직원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9> 건설현장 소속별 근로자수 및 고용비율        (명)

건설업
정규

직원

비정규

직원
소계

정규

직원

비정규

직원
소계

관리

직

기능

직
소계 합계

근로

자수
833,790 2,111,466 2,945,256 390,433 2,037,761 2,428,194 4,350 13,765 18,115 5,391,565

고용

비율
28.3% 71.7% 100.0% 16.1% 83.9% 100.0% 24.0% 76.0% 100.0% 100.0%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정규직원은 절반이상이 관리직인 반면, 비정규직과 파견직은 대다수가 기능

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건설현장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및 고용비율  (명)

[원도급사]

건설업
정규직원 비정규직원

전체
관리직 기능직 관리직 기능직

근로자수 517,908 315,882 141,139 1,970,327 2,945,256

고용비율 17.6% 10.7% 4.8% 66.9% 100.0%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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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건설업
정규직원 비정규직원

전체
관리직 기능직 관리직 기능직

근로자수 237,809 152,624 157,811 1,879,950 2,428,194

고용비율 9.8% 6.3% 6.5% 77.4% 100.0%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파견직]

건설업
정규직원

전체
관리직 기능직

근로자수 4,350 13,765 18,115

고용비율 24.0% 76.0% 100.0%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취약계층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야간, 외국인, 고령, 장애인 근로자 등의 취

약계층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7.6%로 나타났다. 즉, 총 5,391,566명의 근

로자 중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408,119명이었으며, 공사금액이 큰 현장일

수록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았다.



- lix -

< 취약계층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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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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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0억
미만

800억  이상

(%)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1] 건설업 취약계층 비율현황

  취약계층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88.2% 

(360,082명)로 건설현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6.3%, 야간근로자는 3.3%, 장애인 근로자는 2.1% 등으로 나타났다.

고 령

근 로 자

8 8 . 2 %

( 3 5 0 , 0 8 2 명 )

야 간

근 로 자

3 . 3 %

( 1 3 , 6 5 8 명 )

장 애 인

근 로 자

2 . 1 %

( 8 , 5 8 6 명 )

외 국 인

근 로 자

5 . 3 %

( 2 5 , 7 9 3 명 )

취 약 계 층 근 로 자 전 체 :  4 0 8 ,1 1 9명

<  취 약 계 층 구 성 비 >

고 령

근 로 자

8 8 . 2 %

( 3 5 0 , 0 8 2 명 )

야 간

근 로 자

3 . 3 %

( 1 3 , 6 5 8 명 )

장 애 인

근 로 자

2 . 1 %

( 8 , 5 8 6 명 )

외 국 인

근 로 자

5 . 3 %

( 2 5 , 7 9 3 명 )

취 약 계 층 근 로 자 전 체 :  4 0 8 ,1 1 9명

<  취 약 계 층 구 성 비 >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2] 건설업의 취약계층 인원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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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별 취약계층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공사금액이 큰 업체일수록 외

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공사금액이 낮을수록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컸다.

고령근로자

0.4

2억 미만

2~20억미만

20~120억 미만

120~800억 미만

800억 이상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3] 공사금액별 취약계층 구성비

  건설업 현장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52.23 시간으로 제조업 근무

자의 근무시간 49.46 시간에 비해 2.77 시간이 많으며, 근무시간이 주 

40~50 시간이라는 응답이 절반이상(53.1%)을 차지했으며, 주 60시간 이상이

라는 응답도 22.6%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근로시간이 현행 근로 기준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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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미만

53%

50~60미만

20%

60이상

27%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4] 건설업의 평균근로시간     

                         

  건설업은 근무 시간이 끝나다 해서 그만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작업을 

끝내야 완료 되는 것임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근무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걸

로 볼 수 있다. 

                 

59.3559.24
57.1653.6751

0

20

40

60

80

2억 미만 2~20억 20~120억 120~800억 800억이상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5] 공사금액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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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공사금액이 큰 대규모 공사 현장일수록 더 높

게 나타나, 대규모 현장이 초과 근로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육체

노동 일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근무시간은 현행 시간을 초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도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요인 중 의 하나

라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공사착공 이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는  

현장 평균 71.56일 이였으며 800억 이상의 공사규모에서 158.78로 가장 많

았다. 이는 건설현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손실일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71.56

0.24 1.21
6.97

149.95
158.78

0

60

120

180

전체 2억미만 2-20억미만 20-120억 미

만

120억-800억

미만

800억 이상

일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6] 공사 금액별 근로손실 일수 현황

        건설현장의 업무상 사고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빈발한 사고발생유형에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의 41%로 건설현자의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

로는 절단/베임/찔림이 17%, 협착이 11%, 충돌이 9%,  전도 4.0%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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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비래

7%

충돌

9%
협착

11%

전도

12%

절단 /베임 /

찔림

17%

감전

3%
추락

41%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7] 공사착공 이후 발생한 사고 유형

  건설현장의 사업안전(건설)보건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투자 항

목의 지출내역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보

호 장치투자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유지비에 많

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중 안전시설 및 보호 장치 투자비 중에서도 산업 

환기시설/방음장치에 투자하는 비용이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및 보호장

치 투자비

54%

활동비

3%

인력유지비

35%

기타

0%

건강관리비

2%

관리대행비

1%

교육비

4%

작업환경측정비

1%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8] 산재예방투자 항목 지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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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투자하는 지출항목 또한 안전시설 및 보호 장

치 투자비(80.2%)와 인력유지비(10.6%)가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및 보호

장치 투자비

90.4%

교육비

2.6%

작업환경측정비

1.4%재해예방 기술지도

비

2.4%

인력유지비

10.6%

건강진단 관리비

1.9%

활동비

0.8%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19] 산재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항목 분포

  건설현장의 재해손실 비용을 조사한 결과 공사 착공 이후 건설현장의 재해

손실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서 본 결과 직접비는 평균 659만원, 간

접비는 1,4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착공 이후 발생한 산재 및 공상, 

경상 현황을 건설현장 소속별로 살펴보면 원도급사측의 안전사고 사고자는 평

균 0.03명, 질병발생자는 평균 0.01명, 공상, 경상자는 평균 0.001명 이었고 

협렵업체 측의 산재자(사고)는 평균 0.12명 산재자(질병)은 0.02명, 공상, 경

상자는 평균 0.08명으로 원도급사보다는 협력업체 측에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년보다 많이 감소 

한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산재자의 경우 2003년 조사결과에 비해 안전사고 발

생 현황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lxv -

<연도별 산재 및 공상.경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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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그림 3-20] 건설업의 연도별 안전사고 현황

  공사금액별로 살펴보면, 공사금액이 큰 건설현장 일수록 원도급사, 협력업체 

모두 산재로 인한 사고 근로자수가 컸던 반면, 공상. 경상자의 경우는 ‘20

억~120억 미만’ 사업장과 120~800억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높은 분포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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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공사 금액별 산재 및 공상. 경상자 수 분포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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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선진국 대열로 들어섰지만 유감

스럽게도 아직까지 산업재해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04년도 

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가 78,034명으로 

2,662명이 사망하여 일평균 7명이 사망하고 214명이 부상하였다(노동부. 산

업재해분석. 2004). 1970년대 해외시장의 진출로 인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

룩한 건설업은 사회간접 투자 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였

으나 건설업은 기술에 대한 질적 발전보다는 생산 위주의 양적 팽창에 주력을 

기울임으로써 기술의 축적은 사실상 전무 하였으며 반면에 산업형태가 노동집

약적으로 전개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의 현실대로 말미암아 건설안전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 및 재해의 증가율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가 미약하고 안전관리비가 직·간접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건설업의 회계연도가 건설업의 특성상 국가의 예산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제조업에서의 조직적인 체계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안정된 노사관계가 설치되어 있

는 반면에 건설업은 고용의 불완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안전조직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건설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법, 제도, 교육 

등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문제점과 기술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4.1 4.1 4.1 4.1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지도감독의 지도감독의 지도감독의 차원 차원 차원 차원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체계의 선진화 산업안전의 선진화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야 하며 그 필요조건

이 바로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인력의 확충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 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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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관 1인당 800여개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매일 1개 사업장씩 지도 점

검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소요된다는 결론이며,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증원

하여 자율적인 재해예방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재해예방기술과 능

력이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체계의 선진화 산업안전의 선진화가 충실히 수행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야 하며 그 필요

조건이 바로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인력의 확충이다.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

관 1인당 800여개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매일 1개 사업장씩 지도. 점검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소요된다는 결론인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의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산업 안전 보건 분야의 선진화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수준을 객관

적으로 나타내 주는 주요지표인 재해율 등을 선진 각국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재통계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산재통계제

도와 통계산정범위, 산정방법 등이 서로 달라 국가별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4.2 4.2 4.2 4.2 안전교육의 안전교육의 안전교육의 안전교육의 차원 차원 차원 차원 

  2004년도 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에 의하면 안전교육의 경우 해당직종에 관

계없이 전체작업자를 한번에 실시하는 경우가 44.9%이고 매월 정기교육 실시

시간도 1시간 미만 실시가 73.5%로 직종을 고려치 않거나 작업일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이 누락, 축소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마다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의 현

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직원이나 미숙련공이 건설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안전 교육

은 근로자 의식의 안전화, 행동의 안전화, 환경의 안전화 그리고 설비물자의 

안전화를 위해 실시하며 이때 실시되는 내용은 정신교육, 지식교육, 기능교육, 

동작의 감시와 교정을 위한 교육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안전교육 내용은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교육, 일반안전교육과 관리, 감독자 교육으로서 제도상 5가지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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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일반제조업에 종하는 근로자들이 주 교육 대상

이므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기술자를 위해서는 조금도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표 4-1>에서와 같이 산업안전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일반제

조업과 건설업 모두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교육내용으로서 건설업 분야를 일반

제조업의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4-1> 업종에 따른 안전교육 형태

     

4.3 4.3 4.3 4.3 보호구 보호구 보호구 보호구 착용의 착용의 착용의 착용의 차원차원차원차원

  건설현장에서 추락, 낙하, 비래 등 각종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앞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건설현장의 재해사망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등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근본

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하나 이들 안전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최후수단으로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나 근

교 육 내 용 건 설 업 일 반 제 조 업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 임시근로 형태로 난점 장기근속근무 형태로 용이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공종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 

유동으로 난점
동종근속업무 행태로 용이

특별교육
하도급업체에 규제난점으로 

교육조건 불량
1-line 조직으로 관리용이

일반교육

고용의 불안정 . 단속성으로 

소속감 결여 및 옥외작업

등으로 난점 

능동적인 안전의식으로 용이

관리, 감독자 교육
공사계약의 일반성, 작업환경 

가변성으로 안전의식 결여

안전간리대상의 단순함으로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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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안전에 관한 위한 사항의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일어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4.4 4.4 4.4 4.4 표준안전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운영의 운영의 운영의 운영의 차원차원차원차원

  표준안전관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고, 자금부족으로 안전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

체에 안전업무추진에 필요한 일정금액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세

계 최초의 건설재해예방제도이다.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에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

위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고 예산회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에 안전관리법 항목을 명문화 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동부고시 제2000-17호(2000.5.22) 건설업 표준안전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최근 고시하였다. 그동안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건설

공사 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를 준용하였으나, 동 사업종류

가 2000. 1월부터 건설업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예시 표를 신설하여 직

접 규정하고, 보존 서류의 간소화 및 일부 사용항목의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선

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예방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그에 따른 운영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격차가 있으나 공사비에 

따라 정률 적용의 문제의 이며 둘째, 한계설정이 애매한 안전관리비 항목의 문제

가 있으며 셋째,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이해를 달리하여 계약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넷째, 시공자가 적정 비용사용에 문제가 있다. 다섯째, 하도급 시행시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문제 여섯째, 안전관리비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감독 

제도의 미비점이 발생하며 일곱 번째, 경영자의 인식 부족으로 일부 업체 예산집

행에 관한 문제와 여덟 번째, 건기법의 안전관리비와 병행 운영함으로서 이중부

담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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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의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5.1 5.1 5.1 5.1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지도감독의 지도감독의 지도감독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체계의 선진화 산업안전의 선진화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감독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설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인력의 확충사업수행에는 예산이 수

반되어야 하므로 선진화계획 수행을 위해서는 산재예방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금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분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우선 일반회계 출연금 부족분은 우선 산재보험기금

을 늘려 충당하되, 장기적으로는 법에 정해진 출연한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액을 늘려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

이다.  산업 안전 보건 분야의 선진화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수준을 객관

적으로 나타내 주는 주요지표인 재해율 등을 선진 각국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재통계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산재통계제

도와 통계산정범위, 산정방법 등이 서로 달라 국가별 비교가 어려우므로 먼저 

산재통계제도를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모두 산업재해로 산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4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만을 

산재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재통계산정기준 등을 선진국수준에 

일치시키는 것은 산업안전 선진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공단의 

KISCO-Net와 행정전산망, 시스템공학 전산망 등과 연결하여 KISCO-Net에 

분야별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산업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교통안

전, 소방안전, 시설물 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 등 재해예방 정보의 종합정보

화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국가 초고속통신망 및 민간 통신망등과 연계하여 

멀티미디어서비스 등 종합적인 대국민 재해예방 통신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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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는 인터넷과의 접속을 통해 국제적인 안전 KISCO-Net보건 정보교

류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5.2 5.2 5.2 5.2 안전교육의 안전교육의 안전교육의 안전교육의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산업안전에서 안전 교육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안전교육은 근로자 의식의 안전화, 행동의 안전화, 환경의 안전

화 그리고 설비물자의 안전화를 위해 실시하여 하는데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설업의 특성상 공정별

로 작업자가 이동하므로 공정별 작업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육 및 정기 안전교

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 및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수증 

등을 발급하여 안전교육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3 5.3 5.3 5.3 보호구 보호구 보호구 보호구 착용의 착용의 착용의 착용의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은 안전의식의 부족, 작업능률의 저하, 보호구의 불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개재발생시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다른 근

로자의 안전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건설

현장의 재해사망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등 중요 재해사

고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개선대책으로는  

보호구를 개인적으로 관리하여 분실 또는 아중지급에 의한 비용 및 안전관리 

활동의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보호구 미 착용자에 대한 벌과금 및 퇴

출제도는 대부분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작업능률을 우선시한 현장 분위기

에서는 개인 보호구 미 착용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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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근

로자가 소속된 하도급 업체에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5.4 5.4 5.4 5.4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운영의 운영의 운영의 운영의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첫째, 발주자는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준수 사항 및 안전시설의 설치

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둘째, 시공자는 입찰 가격산정시 안전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비를 공사 입찰가에 계상해야 한다. 셋째, 공사 

실행예산 편성시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에 의한 안전 관리

비를 산정해서 실행 예산에 반영하여 자금을 확보해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비의 집행 시 집행권을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조직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하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하도업자에 제시하여 협의한 후 

안전관리비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하도업체는 안전관리비의 집행분에 대하

여 원청에서 지불하지 않을 때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발주처에 직접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을 현장실정에  맞

게 대폭 늘려야 하며  안전관리비 미투입(과소)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구

체적인요율 등이 없어 계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용어도 산안법의 표준안전관

리비와유사하여혼돈되고있으므로 2개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재해의 원인은 안전사고를 야기 시키는 물적, 인적조건의 

불완전한 상태나 행위에 기인되는 바,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안전

관리 조직이 요망되는 바,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건설부, 노동부에 기존의 부서 간 업무의 중복 부분이나 상대

부서의 영역을 침해한 부분은 상호 조정 하에 주관 부서로 과감하게 위임하

고, 사안별 적용의 기준 등도 협의하여 입법의 목적을 충분히 제고하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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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있게 조정하는 등 행정적인 정지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폭증하는 

건설재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설기업의 안전관리 조직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 도급 액 이상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내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처

리 운영함으로서 산하 각 현장을 순회하며 그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건설 

안전관리 활동방침,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도, 교육, 확인하도록 할뿐만 아니

라 각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팀은 본사의 안전팀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사의 감독 하에서 지시사항을 실행하도록 하는 실무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셋째, 건설재해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은 건설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자 출발점이므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건설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현장에서 조사, 수집된 안전사고의 기

술적 기초 자료를 근거로 인적, 물적, 환경적요인과 작업공정, 교육 실시상황,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원적 원일을 규명하여

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평가를 해당 사업장의 자체 안전

관리조직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겠으나 이는 안전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곤란하므로 정부 또는 공익단체의 건

설안전 관련 기술자의 기술적 자문 및 평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안전사고의 평가,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에 있어서 건설안전 CONSULTANT제

도를 도입하는 것도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한 제도적 수단이며 국

내 건설안전 전문 인력의 활용촉진의 방안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잇을 것이다.

  다섯째, 일선 현장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

만 현재 국내의 실정은 공사, 공정, 공종별 위험률에 대한 평가 기준조차 마련

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 작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한 건설업에 지급되는 안전관리비는 여기서 결정된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위험관리는 결국 기업에 대한 

방어적 이윤추구 방법이 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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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평가 절상되어 궁극적으로는 적극적 이윤추구의 

방법으로 전환될 것이다.

  여섯째, 재해가 발생해도 그리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현행산

업재해 보험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해당 사업주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횟수나 규모 등에 따라 보험요율의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

이다. 

  상기와 같은 방법들을 도입하여 대책이 수립되면 모든 건설업에서 이를 적

용,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업계의 참여와 호응을 위하

여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시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안전간리를 수행하게 되면, 적용에 따른 재해예방 효과를 측정하

고 대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며 나아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건설재해의 형태는 점차 대형화 및 증가추세에 있어 그로인

한 국가적 손실이 엄청난 규모에 달하고 현시점에서 건설재해의 예방에 의한 

손실의 절감으로 상대적 이윤을 증가시킴으로서 해당 기업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

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정부 또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적 안전관리 체제의 도입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

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에 

따른 중앙부처의 안전관리업무를 특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재감소 목표

관리제를 보다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연도별로 

확정된 전국의 목표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달성하기 위한 산재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업종별, 지방노동관서별로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지

방노동관서에서는 관내 사업장중 중·대형 사업장(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300

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산

업안전 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재감소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영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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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1인당 일정수의 사업장을 책임전담하

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산재감소 목표관

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경우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산재은폐 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방지는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금 부당이득 환수현황 등을 통해 적

극적으로 적방·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나 은폐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보다 사업

장내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사

업장내 산재통계관련 의견기능과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의 모니터링 기능을 활

성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

는 건설 산업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형태, 빈도, 규모 등을 발

견하며 수집, 통계처리하고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사기업이나 개인이 수행하도록 한다면 재해의 

은폐, 축소, 등의 가능성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자료로서

의 가치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할 성격을 가지

고 정부나 공익단체에서 수행하여야하며, 특히 국내 건설 산업 역사성에서 현

시점은 노후와, 열화에 따른 많은 개 . 보수 대상 건설구조물이 점차 구조물로

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대규모, 대형의 재해에 대하여 그 대상이 보편적으로 노출되어 있

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을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이므로 개 . 보수 대상 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진단, 안전성 평가 및 기준설정 등의 건설 안전관리 업무를 국가적인 차

원에서 준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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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였다. 그동안 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수준의 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경제성장속에 숨겨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

업의 경우 정부의 주요정책인 신도시 건설 등 건설공사의 추세가 고층화, 복

잡화 대형화 되고 건설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공사 제약조건의 증가, 신 공법 

및 신기술의 채용, 고용의 불안전등 건설업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많

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과 

안전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도 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을 요약하면 건설현장에서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건설현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손실일수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공사착공 이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평균 71.56일 이였으며 800억 이상의 공사규모에서 

158.78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의 업무상 사고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빈발

한 사고발생유형에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추락

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41%로 건설현자의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절단/베임/찔림이 17%, 협착이 11%, 충돌이 

9%,  전도 4.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재해손실 비용을 조사한 

결과  공사 착공 이후 건설현장의 재해손실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서 본 결과 직접비는 평균 659만원, 간접비는 1,47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금액별로 살펴보면, 공사금액이 큰 건설현장 일수록 원도급사, 협력업체 

모두 산재로 인한 사고 근로자수가 컸던 반면, 공상. 경상자의 경우는 ‘20

억~120억 미만’ 사업장과 120~800억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높은 분포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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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일반적으로 건설재해의 원인은 안전사고를 야기 시키는 물적, 인적

조건의 불완전한 상태나 행위에 기인되는 바,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압리적

인 안전관리 조직이 요망되는 바,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체계의 선진화 산업안전의 선진화가 충실히 수

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감독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

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정부출연금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분히 계산되

어야 할 것이며 그러나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우선 일반회계 

출연금 부족분은 우선 산재보험기금을 늘려 충당하되, 장기적으로는 법에 정

해진 출연한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액을 늘려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관리자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

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업의 특성상 공정별로 작업자가 이동하므로 공정별 

작업자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 및 참여도를 높이고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안전교육 시 참고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건설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현장에서 조사, 수집된 안전사

고의 기술적 기초 자료를 근거로 인적, 물적, 환경적요인과 작업공정, 교육 실

시상황,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원적 원일을 

규명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위반사항 중 대부분이 보호구 미착용으로 이는 

보호구의 불결함, 작업능률 저하, 안전의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호구

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호구 미 착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인 불이익 뿐 만 아니라 소속업체에도 연대책

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풍토 조성이다.

  넷째, 표준안전관리비 효율적인 운영인데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는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준수 사항 및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시공자는 입찰 가격산정시 안전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

비를 공사 입찰가에 계상해야 한다. 또한 공사 실행예산 편성시 안전보건위원

회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에 의한 안전 관리비를 산정해서 실행 예산에 반

영하여 자금을 확보해야 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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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하도업자에 제시하여 협의한 후 안전관리비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하도업체는 안전관리비의 집행분에 대하여 원청에서 지불하지 않을 때는 관계

기관에 고발하거나 발주처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의 사용 항목을 현장실정에  맞게 대폭 늘려야 하며  안전관리비 미투입(과

소)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재해가 발생해도 그리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현행산

업재해 보험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해당 사업주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횟수나 규모 등에 따라 보험요율의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

이다. 

  상기와 같은 방법들을 도입하여 대책이 수립되면 모든 건설업에서 이를 적

용,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업계의 참여와 호응을 위하

여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시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안전간리를 수행하게 되면, 적용에 따른 재해예방 효과를 측정하

고 대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며 나아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가적인 안전관리 체제 도입이다. 국가적 안전관리 체제의 도입은 

정부,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재감

소 목표관리제를 보다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건설 

산업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형태, 빈도, 규모 등을 발견하며 수

집, 통계처리하고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되지 못하여 국민의 과 분수 이상이 법대로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돌이켜 볼 때, 모든 부조리의 근

원은 제도의 미비나 제도자체의 결함보다는 운영상의 잘못에 있으며, 건설안

전의 당면과제도 제도상의 결함보다는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나 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

련 법령의 정비나 강화와 함께 공무원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모두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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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준법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가장 시급

한 과제로 사료되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래의 변화까지 대비하는 장기적 안

목에 의한 소신 있는 건설안전행정의 추진이 요망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

으로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등 행정적인 정지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폭증하는 건설재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오

늘날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임금에서 점차 안전, 복지향상으로 전환되는 단

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을 이루기가 어려운 시기이며 안전사고 예방은 많은 투자를 통해 양성해 놓은 

기능 인력을 보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과 안전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

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건설업 전체 사업장에 대한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건설현장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과 건설업 

이외의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타 직종과의 포괄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방법에 있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다양한 

인터뷰 관찰, 사례연구 등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하며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 뿐 만 아니라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조건이 정착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

사 및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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