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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e of Risk Index by

job classification for Apartment Construction

김 동 령*․강 경 식

초 록

건설공사는 인력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타 산업에 대비하여 자동화가 매우 낮고 외

기에 노출된 작업 환경으로 추락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e-나라지

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산업의 약 21.9%를 차지하는 건설 근로자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 및 인력의 이동이 매우 잦은 특성을 갖고 있다.

2006년~2012년까지의 재해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타 산업은 매년 다소간의

증감은 있으나 재해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공사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성 사망재해의 경우는 7년간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

해의 평균 40.9%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건설현장과 건설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의 운영방법 및 제도가 매우 단순하고 정

성적인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안전경영의 정량화에 대한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

과거 재해사례 및 통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상

태로 형성하여야 하나, 발표되는 재해사례나 통계를 구호 또는 슬로건으로 전파, 교육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공사를 대상으로 2006년∼2011년의 과거 재해통계(8,687건)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 공사한 아파트공사 샘플현장의 자료(89,375명)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 실정에 부합한 정량적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따라서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고, 과학적인 방법

으로 현장 위험수준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된 생산력인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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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아파트공사는 다양한 분야의 복합 공정과 넓은 구역에 분포된 위험 지역 및 동시다

발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을 소수의 관리자만으로 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잦은

이동에 따른 관리, 감독의 어려움(비정형, 정보부족, offline)이 있다. 따라서 아파트공

사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량적 위험도 산정을 통하여 위험의 우선순

위를 정하고, 재해발생 위험요소를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 한다.

또한 재해통계를 활용한 단순하고 포괄적인 재해예방 활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재

해통계 결과에 따라 반복되는 슬로건식 재해예방 활동에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재해통

계 자료를 분석하여 중대재해 발생위험, 재해다발 직종을 위험지수화하고, 예상되는 직

종별 재해발생의 고 위험도를 산출하여 건설사 및 건설현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량적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공사에 투입되는 실제 직종별 투입인원비율을 고려하

여 직종별 상대 위험도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먼저, 해당기간 현장의 실제 투입되

는 근로자의 특성(근로자 가중치)에 맞게 근로자 1인당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당

일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산출된 당일 직종별

위험도에 현장의 특성(현장 가중치)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현장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

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건설 산업에서 아파트공사는 넓은 공사범위와 복잡한 공종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해발생 위험 포인트가 타 건설 분야보다 많고 다양한 직종의 많은 근로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됨으로 이는 재해예방의 주 대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안

전보건관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건설 분야인 아파트공사

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통계DB(공사규모별 세분공사종류별 계약방법별 기성실적)

8년간(2004년∼2011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사 기성실적 중에서 건축공사가

계약건수(51,170건), 기성실적금액(780.346억 원)의 비율이 각각 53.9%, 62.6%를 차지하

고 있었고, 건축공사 중에서 주상복합 공사를 포함한 아파트 공사는 계약건수가 5,926

건, 11.6%이나 기성실적금액은 370,690억원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공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체 건설공사 기성실적금액의 30.1%를 차지하

고 있어 단위 공사종류로써 아파트공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

종별)직종별 위험도 산정의 본 연구에 샘플 모델로 활용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13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11

안전보건공단의 건설공사 사전 재해 예측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과거 6년(2006년∼

2011년)의 아파트공사 세부 공종의 분류에 따른 재해발생 통계분석 현황의 공정별 위

험지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8,687건), 아파트공사 샘플현장의 실제 공정진행 결과를

기반으로 직종별 인원투입현황의 데이터(434,842명)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통계분석 현

황의 공정별 위험지수 데이터베이스와 샘플현장의 직종별 인원투입현황 데이터를 상

호 매칭하여 직종으로 통합한 후, 재해발생의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2. 선행연구의 분석 및 연구방향

2.1 선행연구의 분석

아파트공사의 공종별, 직종별 위험도 산정 시 안전보건공단이 조사, 발표한 중대재

해사례를 통한 정량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전체 재해통계를 활용하지 않음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분석되어지고 특히, 일부의 사망재해만으로 위험도를 산정하는

경우는 그 신뢰도가 더욱 낮다고 분석되었다. 건설공사 전체적인 재해현황을 기반으로

산정으로는 아파트공사의 위험도 산정이나 그 외의 다양한 공사종류에 적용하기에는

모순이 된다.

이는 안전보건공단 주관의 연구 외의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재해통계 자료가 불충

분한 이유도 있고, 더 근본적 이유로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제공되는 자료에도 아파트

공사 등의 공사 종류별 재해통계를 생산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공사의 직종 분류에 있어서 실제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분류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험도 산정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도출된 정량적 지수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재해통계를

활용하여 정량적 위험도를 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량화된 위험도를 통해 현재 및

미래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가 갖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

2.2 연구방향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의 건설공사 사전 재해 예측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과

거 6년간(2006∼2011년) 93,335건의 재해 중, 아파트공사 재해발생 통계분석 현황8,687

건의 세부 공종과 아파트공사를 실제 수행하여 준공한 샘플현장 3개소의 직종별 투입

인원 비율을 분석, 아파트공사 직종별 위험도로 재생산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험

영향 요소의 가중치를 적용한 위험도를 산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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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 산정 및 시뮬레이션 적용

3.1 아파트공사 직종분류

안전보건공단 사전 재해 예측시스템의 2006년∼2011년까지 아파트공사 재해현황인

8,687건의 재해를 분석해보면, 각각 입력한 정보로만 총 442개의 세부공종이 도출되기

때문에 세부공종의 분류로써는 신뢰도가 없다. 또한 아파트공사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직종구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여개에서 많게는 40여개의 직종으로 구분되는

것이 현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공사하여 준공한 현장 3개소를 샘플로 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출역

(공사)일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샘플현장 각각 75,702명, 89,375명, 269,765명의 총

434,842명에 대하여 전수를 조사, 분석하여 직종을 분류하였다.

샘플현장 3개소의 모든 직종 58개 및 사전 재해 예측시스템 세부공종 442개의 연계

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분석, 비교하여 최종 직종을 29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샘플

현장의 모든 직종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의 경우, 1차적 이유는 사전재해예측시스템

과의 데이터 호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차적으로는 세부 직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투입인원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인원이 투입되어 데이터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최적의 유사한 직종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직종을 분류하였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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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아파트공사 직종분류

순번 최종 직종 샘플현장 직종 순번 최종 직종 샘플현장 직종

1 견출/미장공 견출공

18 창호/유리공

곤도라설치공

2 기타

구조물공 유리공

기타공 PL창호공

비상콜 설치공 19 철근공 철근공

세대현관문설치공 20 청소공 청소공

3 내장공

내장공 21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내장목공 22 타워크레인운전원 타워크레인운전원

보수공

23 토목공

건설기계운전원

욕실장설치공 발파공

4 도배공 도배공 시공측량사

5 도장공 도장공 토목공

6
리프트설치및해체

공

건설용리프트설치및

해체공
24 할석공 할석공

7 방수공 방수공

25 형틀목공

갱폼제작조립공

8 비계공 비계공 데크플레이트설치공

9 석재/타일공
바닥타일공 철골공

석공 형틀목공

10 설비/배관공

기계공 PC조립설치공

빗물처리 설비공 26 형틀해체공 형틀해체공

설비공
27 PILE항타공

DRILL공

원격검침설치공 PILE항타공

코어공 28 T/C설치해체공 T/C설치해체공

11 안전시설물설치공 안전시설물설치공

29 관리직

관리-계약직

12
엘리베이터

기계공
엘리베이터 기계공 관리-설비반장

13 잡철물공 잡철물공 관리-안전반장

14 전기/통신공 전기공
관리-전기반장

15 조경공 조경공

16 조적공
사춤공 관리-정직

조적공 관리-직영반장

17 직영(보통인부)
건설용리프트운전원

안전감시단
직영(남)

3.2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투입인원 비율

실제 공사하여 준공한 샘플 아파트현장 3개소를 분석하여 투입인원 비율을 분석하

였다. 직종별 투입인원 비율은 전체 434,842명(100%) 중, 3개 현장의 평균으로 형틀목

공이 91,495명(21.04%)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고 직영(보통인부)이 62,766명

(14.43%), 견출/미장공이 33,767명(7.77%)의 순으로 투입인원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관리직이 32,681명(7.52%)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직의 경우는 원도급사의 직

원으로 실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체기간동안에

근무하는 관계로 높은 인원 투입율을 보이고 있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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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직종별 투입인원 비율

순

번
직종

현장 A 현장 B 현장 C 평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형틀목공 9,913 13.09% 16,851 18.85% 64,731 24.00% 91,495 21.04%

2 직영(보통인부) 11,805 15.59% 13,579 15.19% 37,382 13.86% 62,766 14.43%

3 견출/미장공 5,331 7.04% 6,317 7.07% 22,119 8.20% 33,767 7.77%

4 관리직 6,748 8.91% 7,711 8.63% 18,222 6.75% 32,681 7.52%

5 설비/배관공 3,980 5.26% 8,360 9.35% 17,097 6.34% 29,437 6.77%

6 전기/통신공 4,315 5.70% 4,369 4.89% 17,065 6.33% 25,749 5.92%

7 철근공 3,544 4.68% 3,672 4.11% 16,184 6.00% 23,400 5.38%

8 석재/타일공 5,701 7.53% 7,151 8.00% 8,803 3.26% 21,655 4.98%

9 내장공 5,424 7.16% 3,361 3.76% 11,077 4.11% 19,862 4.57%

10 방수공 2,202 2.91% 2,605 2.91% 8,180 3.03% 12,987 2.99%

11 조적공 1,653 2.18% 1,449 1.62% 7,160 2.65% 10,262 2.36%

12 도장공 2,819 3.72% 1,951 2.18% 5,458 2.02% 10,228 2.35%

13 창호/유리공 1,623 2.14% 1,128 1.26% 4,539 1.68% 7,290 1.68%

14 할석공 56 0.07% 2,415 2.70% 3,643 1.35% 6,114 1.41%

15 콘크리트공 1,124 1.48% 259 0.29% 4,422 1.64% 5,805 1.33%

16 기타 497 0.66% 474 0.53% 4,748 1.76% 5,719 1.32%

17 토목공 431 0.57% 1,278 1.43% 3,619 1.34% 5,328 1.23%

18 도배공 1,141 1.51% 946 1.06% 2,739 1.02% 4,826 1.11%

19 타워크레인운전원 779 1.03% 956 1.07% 2,344 0.87% 4,079 0.94%

20 조경공 1,358 1.79% 608 0.68% 1,860 0.69% 3,826 0.88%

21 잡철물공 1,029 1.36% 533 0.60% 1,965 0.73% 3,527 0.81%

22 PILE항타공 828 1.09% 1,252 1.40% 1,262 0.47% 3,342 0.77%

23 청소공 810 1.07% 227 0.25% 1,799 0.67% 2,836 0.65%

24 안전시설물설치공 463 0.61% 317 0.35% 1,324 0.49% 2,104 0.48%

25 엘리베이터 기계공 467 0.62% 315 0.35% 1,101 0.41% 1,883 0.43%

26 형틀해체공 933 1.23% 629 0.70% 203 0.08% 1,765 0.41%

27 비계공 560 0.74% 366 0.41% 328 0.12% 1,254 0.29%

28 T/C설치해체공 87 0.11% 171 0.19% 175 0.06% 433 0.10%

29 리프트설치및해체공 81 0.11% 125 0.14% 216 0.08% 422 0.10%

계 75,702 100.00% 89,375 100.00% 269,765 100.00% 434,842 100.00%

3.3 위험도 영향요소 가중치 계산

위험도 산정에 있어서 보다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에의 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소와 현장 전체적인 총괄적인 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분석하

여 현장 가중치와 근로자 가중치를 계산하여 아파트공사의 위험도 산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현장 가중치는 공정율별, 요일별, 근로자 가중치는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가

중치를 계산하여 위험도에 반영하고자 한다(<표 3.3>, <표 3.4>, <표 3.5>, <표 3.6>,

<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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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공정율별 가중치

공정율 2006 2007 2008 2010

계

가중치가중

재해자수
비율

5% 미만 36 23 2 0 61 2.53% 0.0253

5 ∼ 10% 미만 21 13 56 0 90 3.73% 0.0373

10 ∼ 20% 미만 36 36 57 16 145 6.01% 0.0601

20 ∼ 30% 미만 18 83 52 23 176 7.29% 0.0729

30 ∼ 40% 미만 55 93 70 38 256 10.61% 0.1061

40 ∼ 50% 미만 56 26 68 49 199 8.25% 0.0825

50 ∼ 60% 미만 66 52 69 67 254 10.53% 0.1053

60 ∼ 70% 미만 76 40 89 64 269 11.15% 0.1115

70 ∼ 80% 미만 54 55 65 47 221 9.16% 0.0916

80 ∼ 90% 미만 26 70 55 32 183 7.58% 0.0758

90% 이상 57 46 83 97 283 11.73% 0.1173

공사완료 후 22 0 1 1 24 0.99% 0.0099

분류불능 47 80 81 44 252 10.44% 0.1044

계 570 617 748 478 2,413 100.00% 1

<표 3.4> 요일별 가중치

요일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가중치가중

재해자수
비율

일 2,263 2,132 2,110 2,195 2,323 2,428 13,451 8.25% 0.0825

월 3,688 3,854 4,801 4,526 4,183 4,730 25,782 15.80% 0.1580

화 3,792 4,014 4,332 4,110 4,696 4,575 25,519 15.64% 0.1564

수 3,678 4,154 4,058 4,209 4,328 4,641 25,068 15.37% 0.1537

목 3,953 4,015 4,296 4,079 4,457 4,264 25,064 15.36% 0.1536

금 3,896 4,045 4,411 4,174 4,642 4,308 25,476 15.62% 0.1562

토 3,570 3,681 3,727 3,765 3,985 4,046 22,774 13.96% 0.1396

계 24,840 25,895 27,735 27,058 28,614 28,992 163,134 1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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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성별 가중치

성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가중치가중

재해자수
비율

남자 24,254 25,221 27,022 26,241 27,832 28,333 158,903 97.41% 0.9741

여자 586 674 713 817 782 659 4,231 2.59% 0.0259

계 24,840 25,895 27,735 27,058 28,614 28,992 163,134 100.0% 1

<표 3.6> 연령대별 가중치

연령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가중치가중

재해자수
비율

18세미만 2 0 2 0 2 0 6 0.01% 0.0001

18세∼24세 238 112 135 206 174 192 1,057 0.65% 0.0065

25세∼29세 803 729 660 581 403 419 3,595 2.20% 0.0220

30세∼34세 1,459 1,284 1,325 1,266 976 988 7,298 4.47% 0.0447

35세∼39세 2,644 2,663 2,494 2,224 2,060 1,801 13,886 8.51% 0.0851

40세∼44세 3,735 3,614 4,054 3,514 3,671 3,226 21,814 13.37% 0.1337

45세∼49세 5,071 5,108 5,380 4,825 4,958 4,613 29,955 18.36% 0.1836

50세∼54세 4,341 4,852 5,443 5,631 6,131 6,159 32,557 19.96% 0.1996

55세∼59세 3,124 3,745 4,052 4,102 4,910 5,468 25,401 15.57% 0.1557

60세 이상 3,423 3,788 4,190 4,709 5,329 6,126 27,565 16.90% 0.1690

계 24,840 25,895 27,735 27,058 28,614 28,992 163,134 100.00% 1

<표 3.7> 근속기간별 가중치

근속기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가중치가중

재해자수
비율

0∼6개월미만 21,709 22,490 24,272 23,676 25,155 25,869 143,171 87.76% 0.8776

6개월∼1년미

만
1,256 1,491 1,341 1,296 1,131 1,112 7,627 4.68% 0.0468

1∼2년미만 699 750 808 862 909 780 4,808 2.95% 0.0295

2∼3년미만 366 303 370 329 318 324 2,010 1.23% 0.0123

3∼4년미만 205 215 232 185 207 161 1,205 0.74% 0.0074

4∼5년미만 139 147 173 152 193 133 937 0.57% 0.0057

5∼10년미만 318 306 374 293 427 351 2,069 1.27% 0.0127

10년이상 148 163 165 206 213 223 1,118 0.69% 0.0069

분류불능 0 30 0 59 61 39 189 0.11% 0.0011

총계 24,840 25,895 27,735 27,058 28,614 28,992 163,134 1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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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 산정

직종별 위험도 산정 방법은 네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위험 빈도와

위험 강도를 계산하여 직종별 기초위험도를 산정한다. 두 번째는 직종별 인원투입 비

율을 반영하여 단위위험도를 산정한 후, 상대위험도를 산정한다. 세 번째는 상대위험

도에 근로자 가중치를 반영하여 인당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이를 해당일 직종별

출역근로자 모두를 적용하여 당일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한다. 인당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는 이유는 현장의 특성이나 직종 및 투입인원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모든 직종의 직종별 위험도를 반영하여 현장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단, 분류된 29개 직종 중 실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고성 재해 발생의 빈도

가 거의 없는 관리직을 제외한 28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3.4.1 기초 위험도

안전보건공단의 사전 재해 예측시스템 자료 중 유효성이 있는 2006년∼2011년까지의

아파트공사 8,687건의 재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하하여 활용하였다. 전에 직종별

위험 빈도와 위험 강도를 산정하고 이를 곱하여 직종별 기초위험도를 산정한다((식

3.1), (식 3.2), (식 3.3), <표 3.8>).

(식 3.1)

위험 강도 =
직종별 산재요양일수의 환산지수 합계

직종별 재해자수
(식 3.2)

직종별 기초위험도( ) = 위험 빈도 × 위험 강도 (식 3.3)

<표 3.8> 근로손실일수의 환산지수

산재요양일수의 환산지수 산재요양일수

1 4일 ∼ 10일

2 11일 ∼ 30일

3 31일 ∼ 90일

4 91일 ∼ 180일

5 181일 ∼ 360일

6 361일 이상

10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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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직종별 상대위험도

기초위험도는 재해발생 인원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 투입인원이 많으면 위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근로자 투입인원에 따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

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1인당 상대위험도를 산정하여 인력투입의 변화에 따라 현장

의 위험도가 변화됨을 반영하고자 하였다((식 3.4), (식 3.5), <표 3.9>).

직종별 단위위험도 = 직종별 기초위험도( ) / 직종별 투입인원비율 (식 3.4)

직종별 상대위험도( ) = 직종별 단위위험도 / 전체 단위위험도의 계 (식 3.5)

<표 3.9> 직종별 상대위험도

순

번
직종 재해자수

환산

지수

위험

빈도

위험

강도

기초

위험도

투입인원

비율

단위

위험도

상대

위험도

1 형틀해체공 518 2,094 5.96 4.04 24.10 0.44% 5,492.40 16.69

2 기타 1,169 4,920 13.46 4.21 56.64 1.42% 3,982.68 12.10

3 비계공 232 975 2.67 4.20 11.22 0.31% 3,599.46 10.94

4 T/C설치해체공 59 318 0.68 5.39 3.66 0.11% 3,399.93 10.33

5 안전시설물설치공 221 1,080 2.54 4.89 12.43 0.52% 2,376.34 7.22

6 청소공 278 1,173 3.20 4.22 13.50 0.71% 1,914.79 5.82

7 도배공 414 1,661 4.77 4.01 19.12 1.20% 1,593.35 4.84

8 토목공 375 1,625 4.32 4.33 18.71 1.32% 1,411.95 4.29

9 콘크리트공 257 1,179 2.96 4.59 13.57 1.44% 940.25 2.86

10 창호/유리공 314 1,371 3.61 4.37 15.78 1.81% 870.64 2.65

11 도장공 431 1,899 4.96 4.41 21.86 2.54% 859.54 2.61

12 조적공 237 1,048 2.73 4.42 12.06 2.55% 472.78 1.44

13 엘리베이터 기계공 39 189 0.45 4.85 2.18 0.47% 464.67 1.41

14 잡철물공 81 354 0.93 4.37 4.08 0.88% 464.65 1.41

15 리프트설치및해체공 7 40 0.08 5.71 0.46 0.10% 438.81 1.33

16 조경공 81 362 0.93 4.47 4.17 0.95% 438.02 1.33

17 철근공 512 2,128 5.89 4.16 24.50 5.82% 421.00 1.28

18 PILE항타공 51 264 0.59 5.18 3.04 0.83% 365.70 1.11

19 형틀목공 1,590 6,878 18.30 4.33 79.18 22.75% 348.01 1.06

20 방수공 217 929 2.50 4.28 10.69 3.23% 331.16 1.01

21 설비/배관공 441 1,829 5.08 4.15 21.05 7.32% 287.64 0.87

22 견출/미장공 373 1,684 4.29 4.51 19.39 8.40% 230.88 0.70

23 전기/통신공 286 1,178 3.29 4.12 13.56 6.40% 211.79 0.64

24 석재/타일공 226 929 2.60 4.11 10.69 5.38% 198.60 0.60

25 내장공 147 617 1.69 4.20 7.10 4.94% 143.81 0.44

26 직영(보통인부) 122 454 1.40 3.72 5.23 15.61% 33.49 0.10

27 할석공 8 38 0.09 4.75 0.44 1.52% 28.77 0.09

28 타워크레인운전원 1 10 0.01 10.00 0.12 1.01% 11.35 0.03

계 8,687 37,226 100.00 4.29 428.53 100.0% 32,905.7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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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당일 직종별 위험도

현장에서 직종별 투입되는 인원과 그 구성원이 성별, 연령, 근속기간의 다양한 변수

가 발생함으로 실 상황에 부합되도록 정량적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식

3.6),(식 3.7)).

인당 직종별 위험도 =  × × ×  (식 3.6)

당일 직종별 위험도( ) =  [
  



( × ×  )] (식 3.7)

여기서,  = 번째 상대 위험도

 = <표 3.9>의 직종별 상대위험도의 순번

 = 번째 근로자 성별 가중치

 = 번째 근로자 연령별 가중치

 = 번째 근로자 근속기간별 가중치

3.4.4 현장위험도

현장 위험도는 직종별 위험도를 활용하여 현장의 특성에 맞게 매일 매일의 해당 현

장 전체적인 위험도를 산정하는 과정이다(식 3.8).

현장위험도( ) = (×) × 
  




  



 ×  ×  ] (식 3.8)

여기서,  = 번째 상대위험도

 = <표 3.19>의 직종별 상대위험도의 순번

 = 번째 근로자 성별 가중치

 = 번째 근로자 연령별 가중치

 = 번째 근로자 근속기간별 가중치

 = 현장 공정율별 가중치

 = 현장 요일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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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뮬레이션 적용결과

산정된 직종별 상대 위험도와 근로자 가중치, 현장 가중치를 반영하여 개발한 위험

도 산정 프로그램을 샘플 현장B에 622일 기간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89,375명 중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관리직 7,711명을 제외한 81,664명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위험도 산정 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빈도와 강도 및 투입인원 비율, 근로자 가중치, 현장 가중치 등

을 반영하여 현장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현장 위험도는 공사기

간 전체적 누적 위험도로 볼 때,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형틀목공이 19.4025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형틀해체공(11.2423), 기타(9.6665), 설비/배관공(9.2165), 석재/

타일공(6.8256), 토목공(6.2463), 견출/미장공(5.9208), 철근공(5.8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틀해체공의 경우는 629명이 투입되어 전체 출역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0.8% 밖에 되지 않으나 위험도는 16.6%로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분석되

었다. 기타, 비계공, 안전시설물설치공, T/C설치해체공, 토목공 등도 같은 유형을 나타

내고 있다.

본 결과를 분석해보면,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출역인원이 많아 현장

위험도가 높아지게 하는 직종, 두 번째는 출역인원이 많으나 현장 위험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직종, 마지막으로 출역인원은 적으나 현장 위험도가 높아지게 하는 직종

이다. 첫 번째 유형은 형틀목공, 설비/배관공, 석재/타일공, 견출/미장공 등이 대표적

직종이며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직영(보통인부)의 경우로 많은 인원

이 투입되지만 상대 위험도가 낮아 현장 위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유형인 형틀해체공의 경우는 투입 인원은 적으나 상대 위

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비계공, 안전시설물설치공, T/C설치해체공, 토목공,

도배공 등도 같은 유형이다. 따라서 직종별 상대 위험도가 높은 직종이 투입되는 시점

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적 현

장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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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2 3 4 5 6 7 8 9 10

직종 형틀목공
형틀

해체공
기타

설비/

배관공

석재/

타일공
토목공

견출/

미장공
철근공 도장공 비계공

출역

인원
16,851 629 474 8,360 7,151 1,278 6,317 3,672 1,951 366

위험도 19.4025 11.2423 9.6665 9.2165 6.8256 6.2463 5.9208 5.8400 4.8426 4.3119

순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직종 조적공
창호/

유리공
도배공

안전시

설물설

치공

방수공
전기/

통신공
내장공

T/C설

치해체

공

PILE

항타공

잡철물

공

출역

인원
1,449 1,128 946 317 2,605 4,369 3,361 171 1,252 533

위험도 3.7363 3.7356 3.5314 3.4983 2.6738 2.5801 1.9051 1.5027 1.0966 1.0679

순번 21 22 23 24 25 26 27 28

계, 평균
직종

직영

(보통인

부)

콘크리트공 조경공

엘리베

이터기

계공

할석공

리프트

설치

및

해체공

청소공

타워크

레인운

전원

출역

인원
13,579 259 608 315 2,415 125 227 956 81,664

위험도 1.0249 0.9973 0.9043 0.4079 0.2878 0.0856 0.0701 0.0342 4.0234

[그림 4.1] 직종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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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고용노동부의 2012년도 산업재해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산업에서 건설 산업의 근

로자수 비율이 18%인 반면에 재해자수는 25%, 특히 업무상 사망자수는 41%로 타 산

업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건설공사 사전 재해 예측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2006년∼2011년까지 6년간 발생한 총 93,335건의 재해 중, 아파트공사에서 발생한

재해 8,687건의 세부 공종 442개와 실제 공사하여 준공한 아파트공사 샘플현장 3개소

의 직종 58개를 분석하고 연계하여 29개의 직종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29개의 직종

은 아파트공사 샘플현장 3개소의 실제 투입인원을 분석하여 직종별 인원 투입 비율을

산정하였다. 이는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샘플현장에 시뮬레이션 적

용하여 분석 및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 적용결과, 직종별 위험도는 형틀목공이 19.4025(17.2%, 출역인원 16,851

명)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형틀해체공의 경우는 629명이 투입되어 전체 출역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0.8% 밖에 되지 않으나 위험도는 16.6%를 차지함으로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종별 위험도 산정 시 투입인원의 수와 해당

직종의 위험도가 함께 반영된 신뢰도가 높은 위험도 산정 프로세스임을 입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도 산정의 결과가 실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1) 직종별 위험도의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실시간 적용하여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으므로, 현실적으로 아파트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기타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초기 본 연구

결과의 직종별 위험도를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향후 재해발생 시 구체적인 직종

을 명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3) 본 연구는 아파트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플랜트공사, 도로공사, 택지조성공

사, 빌딩공사 등의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위 세 가지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관리가 과거 정성적,

슬로건식의 구호 수준의 방법이 정량적 지수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시간 위험도 산

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안전경영시스템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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