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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juries as a result of fall accidents is the one of the most common kind of injuries in Korea, especially 
fall from height is the top most common kind for fatal injuries. Futhermore, the number of fall injuries in manufac-
turing industr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from 2000 to 2007. In 2007 the number of fall fatal injuries increased 
10.6 %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in 2006. These numbers are 6～17 times higher than those for foreign coun-
tries such as the U.K and the USA. So, it is needed to make a study to reduce these numbers for manufacturing 
industry. To get the goals, we did research as followings. First, this study analyzed statistics by industry, by fall height, 
by common agent and so on to gain an insight into real aspect of fall injuries. It showed that ladder is the commonly 
cited agent for manufacturing industry, and 3 risky activities ; the ladder work, the load/unload work, and the main-
tenance work. Secondly, this study made a survey of manufacturing workers for their understandings of the most 3 
risky activities. It showed that ‘tendency to work easily’ and ‘difficulty of applying measures due to inherent working 
conditions’ are main reasons for workers not to implement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fall accidents. Thirdly, 
this study tested the slip characteristics of ladder base and lungs. The tests were done based on ANSI standard and 
K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condition, this study performed slip tests in wet and sandy conditions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the those of standard condition. It showed that friction coefficient is standard condition > wet condition 
> sandy condition, and the friction coefficient of ladder for sandy condition is measured to be reduced by 63.9% com-
pared with that for standard condition. Finally, this study developed safety work models for using of portable ladders 
in consideration of the safety standard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USA, and the Australia.
Key Words : fall injuries in manufacturing industry, portable ladder, slip test, safety work model

1. 서 론*

국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추락 재

해는 협착․전도 재해와 더불어 재해다발 상위 3대 
유형에 포함되고 있으며,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매

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

업의 추락은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제조업에서의 추락은 사

다리 사용, 지붕작업 등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위

험성이 상존함에도 이러한 위험요인이 간과된 상태

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성이 가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kjk9116@kosha.net

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00~‘07년도의 제조업 추락재해를 분

석해 보면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07년도의 경우에는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대폭 증가(↑10.6 %)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제조업종 근로자 추락

사망률은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6～
17배나 높은 수치이다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결정 

승인된 2007년도 제조업종 추락재해를 대상으로 발

생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재해원

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추락유발 3대 위험작업의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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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추락다발 기인물인 이동

식 사다리의 미끄러짐 시험과 선진외국 안전기준 등

을 토대로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대한 안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제조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

료 제공과 사다리 작업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2. 제조업 추락재해 원인분석

2.1. 개요

제조업종에서의 추락재해자는 Fig. 1에서와 같이 
‘00～‘07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특히, ‘07년도는 총 2,523명이 발생하여 전년대

비 107명 감소하였지만, 추락에 의한 사망자는 대

폭 증가(↑7명, 10.6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6
년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근로자 백만 명당 추락 사

망자수(제조업 추락 사망 백만인율 = 제조업 추락 

사망자수 / 제조업 근로자수 × 106)는 21.8명으로 미

국, 영국 등 선진외국과 비교시 Table 1에서와 같이 
6～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2.2. 세부 원인분석

2.2.1. 기인물, 작업내용, 추락높이별

기인물별로는 Table 2와 같이 사다리에 의한 추

락재해가 전체의 23 %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건축물/구조물, 기계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Fig. 1. Number of injuries by fall accidents in korea from 
2000 to 2007.

Table 1. Comparison of the rates of fatalities by fall accidents 
in manufacturing industry between the Korea and 
foreign countries

구분 영국 미국 한국

제조업 추락 사망자수(명) 4 60 66

제조업 추락 사망 백만인 율 1.3 3.6 21.8

상대비교(영국기준) 1.0 2.8 16.8

Table 2. Fall injuries by original cause material

구분 계 사다리
건축물/
구조물

기계
설비

적재물
작업
발판

운반/인양/
탑승설비

부상 2,450 572 286 254 241 200 176

사망 73 8 11 7 7 8 9

구분 차량 개구부
고정
로프

지붕
간이
받침대

계단 기타

부상 164 93 59 53 48 44 260

사망 2 4 1 4 1 - 11

작업내용별로는 사다리 등을 이용한 이동, 기계

설비의 설치․수리․점검작업, 상․하차작업을 포함

한 하역․적재작업 순으로 발생하여 이러한 3대 위

험작업이 전체의 48.1%를 점유하였고, 추락높이는 

3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 전체의 78.3%가 발생하

였다.

2.2.2. 근속기간, 연령,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전체 추락재해의 51%(추락 사망: 42.5%)가 Table 
3에서와 같이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생산 활동

이 가장 왕성한 40대에서 전체의 36%가 발생하

였다.
제조업 추락재해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3%로 아직까지는 미약하나, 향후 

우리나라 제조업 인력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추락재해 또한 급

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2.3. 장해등급, 요양기간별

제조업 추락재해에서 사망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2.9%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나 추락 부상자 중 

장해가 수반된 경우는 12.8%로 높아 부상자의 재해

로 인한 후유증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간도 29～90일이 전체의 67.4%를 점

유하였으며, 사망자를 포함한 요양기간 3개월 이상

의 중상자는 22.6%를 차지하였다.

Table 3. Fall injuries by years of employment

구분
6월
미만

6월～
1년미만

1년～
2년미만

2년～
3년미만

3년～
4년미만

부상 1,256 242 273 119 91

사망 31 4 8 7 2

구분
4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

20년미만
20년
이상

분류불능

부상 78 189 141 58 3

사망 1 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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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ll injuries by ladders

구분 계
본체

미끄러짐
본체
전복

본체
파손

승하강시
미끄러짐

부상 572 126 63 24 113

사망 8 - - 1 2

구분
승하강시
헛디딤

승하강시
흔들림

작업시
미끄러짐

작업시
흔들림

기타

부상 51 3 83 54 55

사망 1 - - - 4

2.2.4. 사다리 추락재해 심층분석

사다리 추락재해의 직접원인으로는 Table 4와 같

이 사다리 본체의 미끄러짐(21.7%), 사다리 승하강

시 사다리의 발판 등에서 미끄러짐(19.8%), 사다리 

위에서 작업시 미끄러짐(14.3%) 등 3대 유형에서 전

체의 55.9%가 발생하였다.
중업종별로는 기계기구제조업, 비금속/금속제품

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 등 3대 업종에서 전체의 

50.7%가 발생하였고, 업종별 근로자 10,000명당 추

락 재해자는 비금속/금속제품제조업종이 5.2명으로 
가장 높았다.

3. 추락유발 3대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설문조사

2007년도 재해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①기계

설비 설치․수리․점검작업, ②하역․적재작업, ③
사다리 사용 작업 등 추락유발 3대 위험작업에 대

해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추락재해자 발생 점유율이 높은 상

위 5대 중업종(비금속/금속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

조업, 선박건조수리업, 화학제품제조업, 기타제조

업)을 중심으로 추락 유발 3대 위험작업 수행 가능

성이 높은 기계설비운전자, 시설/공무담당자, 가공/
조립작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총 83개 사업장, 17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3.1. 기계설비 설치․수리․점검작업

총 설문 응답자 175명 중 기계설비 설치․수리․

점검작업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자는 164명이었으

며, 수행 횟수는 주 1～3회가 30.5%로 가장 많았다.
고소 작업시 해당 작업위치로의 접근방법은 사

다리 사용 38.7%, 도구사용 없이 직접 기계 본체를 

오름 25.2%, 지게차의 포크 활용 18.4% 등 이었고, 
고소작업시 추락예방조치 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5%로 그 이유로는 ‘작업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함’이 45.1%로 가장 높았다.

3.2. 하역․적재작업

총 설문 응답자 175명 중 하역․적재작업을 수행

한다고 응답한 자는 153명이었으며, 수행 횟수는 일 
1～4회가 33.3%로 가장 많았다.

하역․적재작업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고소작업 종류는 차량 등에서의 물품 하역․적재작

업(32.6%), 생산현장 내 물품 하역․적재작업(24.0%), 
창고 내 물품 하역․적재작업(20.6%) 순으로 나타

났다.
고소 작업시 해당 작업위치로의 접근방법은 도구

사용 없이 직접 오름 37.5%, 사다리 사용 26.4%, 지
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활용 15.3% 등 이었고, 고소

작업시 추락예방조치 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

이 59.4%로 그 이유로는 ‘작업특성상 조치가 어려

움’이 31.7%로 가장 높았다.

3.3. 사다리를 이용한 이동 및 작업

총 설문 응답자 175명 중 사다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자는 170명이었으며, 사다리 사용 빈도는 월 
1회 이상이 27.1%, 주로 사용하는 사다리 종류는 계

단식 알루미늄 사다리(이동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
가 67.1%로 가장 높았다.

사다리 사용 용도는 Fig. 2와 같이 다른 높이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경우가 29.4%, 사다리 위에

서의 작업수행을 위한 경우가 70.6%이었다.
사업장에서 사다리와 관련된 사고를 직․간접적

으로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9%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사다리 사용 전 안전조치 이행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하거나 대체적으로 안

전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이 50.6%이었으나, 일상적

Fig. 2. Use of ladder in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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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use of fall accidents in the use of ladder.

인 작업이라 안전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는다는 응

답도 2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다리를 이용한 이동 및 작업시 추락사고

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복수로 응답을 받은 결

과 Fig. 3과 같이 ‘사다리 위에서의 무리한 작업수행’
이 21.2%, ‘사다리 발판이 좁고 미끄러움’이 20.9%, 
‘사다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이 17.6%인 것

으로 나타났다.

4. 이동식 사다리 미끄러짐 특성시험

시험대상은 국내 주요 이동식 사다리 생산업체

인 6개 생산자별로 계단식 사다리의 경우 4단, 5
단, 7단의 3종류를, 기대는 사다리의 경우 5 M의 1
종류를 시험대상으로 하였다.

사다리 본체의 미끄러짐 시험은 ANSI 및 KS 규
정을 준용하였고, 사다리 발판은 바닥 미끄러짐 측

정 장비인 English XL을 이용하였으며, 표준상태, 
비표준상태(토분, 습분)에 따라 각각 시험하여 결

과 값을 비교하였다.

4.1. 시험방법

4.1.1. ANSI 규격

계단식 사다리는 건조상태의 코팅되지 않은 비

닐 마루 위에서, Fig. 4와 같이 상부에 90.7kg의 하

중을 2번째 발판에 수직으로 인가하고 15.9kg의 수

평하중을 시험바닥 1inch 높이의 사다리 기둥 바깥 

방향으로 인가하여 이때 1/4inch를 초과하는 움직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였다6).

기대는 사다리는 Fig. 5와 같이 plywood 재질의 

합판을 320 fine wet/dry 사포로 연마하여 상부벽과 

바닥부분을 구성하고 90.7kg의 하중을 3번째 발판

의 중앙에 수직으로 인가한 후 22.7kg의 수평하중

Fig. 4. Test of step ladder(ANSI).

Fig. 5. Test of leaning ladder(ANSI).

을 시험바닥 1inch 높이의 사다리 기둥 바깥 방향

으로 인가하여 이때 1/4inch를 초과하는 움직임 여

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였다6).

4.1.2. KS 규격

계단식 사다리는 두께 2mm의 스테인레스 강판 

상부에서, Fig. 6과 같이 양 발판부를 고정하고 상

부에 20kg의 수직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수평하중을 
점차 인가하여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힘(F)을 측

정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태(건조), 비표준상태(토분, 
습분)에서 각각 시험하여 결과값을 비교하였다7). 이
때 마찰계수는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힘(F)을 아

래 (1)번 수식에 대입하여 얻었다.

×


(1)

여기에서, µ : 마찰 계수

F :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힘의 평균값(N)
W : 몸체, 추, 연결봉 및 로프의 총 질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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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사다리의 경우 우선 사다리 기둥 하단부

의 미끄럼 방지용 모서리 기구를 절단하여 낸 후 

이 모서리 기구를 두께 5mm의 금속제 덧대기판에 

고정하였다. 그리고 Fig. 7과 같이 이를 두께 2mm
의 스테인레스 강판 상부에 위치시킨 다음 덧대기

판 위에 15kg의 수직하중을 가한 상태로 수평하중

을 점차 인가하여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힘(F)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태(건조), 비표준상태(토
분, 습분)에서 각각 시험하여 결과값을 비교하였다7). 
이때 마찰계수는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힘(F)을 

아래 (2)번 수식에 대입하여 얻었다.

×


(2)

여기에서, µ : 마찰 계수

F :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힘의 평균값(N)
W : 추, 모서리 기구 및 덧대기판의 총 무

게(kg)

Fig. 6. Test of step ladder(KS).

Fig. 7. Test of leaning ladder(KS).

Fig. 8. English XL.

4.1.3. 사다리 발판의 미끄러짐

사다리 발판의 미끄러짐 시험은 현재 국내․외 기

준으로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어 이 연구에서는 Fig. 
8과 같이 바닥 미끄러짐 측정장비인 English XL을 

이용하여 표준상태(건조), 비표준상태(토분, 습분)에
서 사다리 발판의 마찰계수를 측정하여 결과값을 

비교하였다8).
English XL은 미끄럼판에 수평․수직력을 동시

에 충돌시켜 인간의 보행충돌을 유사하게 모사한 

장치로서, 막대의 경사각을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순간까지 증가시켜 이때의 기울기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 마찰계수를 측정한다.

4.2. 시험결과

4.2.1 본체 미끄러짐 시험

ANSI-ASC A14.2-2007(금속제 이동식 사다리 안

전요건) 규격에 따른 국내 사다리의 미끄러짐 시험

결과 표준상태에서 모두 적합한 시험결과를 얻었다.
KS G 3701 2004(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규격

에 따른 국내 사다리의 표준상태(건조) 및 비표준상

태(습분, 토분)에서의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4단 계단식 사다리의 경우 Fig. 9와 같이 습

분상태에서는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23.4～41%의 마

찰계수 감소를 보였으며, 토분상태에서는 54～63.9%
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2) 5단 계단식 사다리의 경우 습분상태에서는 표

준상태와 비교하여 4.4～39.6%의 마찰계수 감소를 

보였으며, 토분상태에서는 47.2～61.1%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3) 7단 계단식 사다리의 경우 습분상태에서는 표

준상태와 비교하여 22.9～40%의 마찰계수 감소를 

보였으며, 토분상태에서는 42～53.1%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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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slip test for ladder base 
between the normal state and the abnormal state by 
KS (4 step ladder).

4) 기대는 사다리의 경우 습분상태에서는 표준상

태와 비교하여 6.6～23.4%의 마찰계수 감소를 보였

으며, 토분상태에서는 19～32%의 감소율을 나타

내었다.

4.2.2. 사다리 발판 시험

기대는 사다리의 발판을 분리한 후 English XL
을 이용하여 발판 미끄러짐 시험을 실시한 결과, 
Fig. 10과 같이 습분상태에서는 표준상태 대비 7.1～
30%의 마찰계수 감소를 보였으며, 토분상태에서는 
표준상태 대비 31.4～62%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5. 이동식 사다리 사용의 안전모델

2007년도 제조업종 추락재해의 직접원인 분석, 
현장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사용자의 안전조치 이행

실태 등을 토대로 주요 추락 요인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이동식 사다리 승․하강 또는 작업시 작업발

판에서의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

2) 이동식 사다리 본체의 안정도 저하(사다리 상․

하부의 미끄러짐, 사다리 상부의 들림, 사다

리의 뒤틀림)에 의한 추락

Fig. 10.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slip test for ladder lungs 
between the normal state and the abnormal state 
(leaning ladder).

3)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의 무리한 작업수행 등 

몸균형 상실로 인한 추락

4) 이동식 사다리 본체 또는 부속품의 파손에 

의한 추락

Fig. 11. Safety work model for using of portable lad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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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

전기준에관한규칙 제446조에서 이동식 사다리의 구

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표현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사

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미국의 OSHA CFR-1926 등 선진외국의 안

전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추락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안전모델을 Fig. 11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Fig. 11의 ‘6. 사다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가?’와 관련하여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제조사의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o 상하부 끝단을 고정하는 등 사다리의 미끄러

짐 방지조치를 한다.
o 사다리 승․하강 전에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

도록 한다.
o 오일 등 미끄러짐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

용한다.
o 사용자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움직이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o 사다리를 등진채로 승․하강하지 않는다.
o 균형을 상실할 수 있는 물체를 갖고 승․하강

하지 않는다.
o 사다리 길이가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o 기대는 사다리는 상부 바닥면으로 이동시 상

부 바닥면 위로 60cm 이상 돌출시킨다.
o 기대는 사다리 설치경사는 75도로 한다.
o 계단식 사다리는 잠금장치를 확실히 사용한다.
o 사다리 상부 2개 발판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
o 작업자의 무게중심이 사다리 기둥 사이에 위

치하도록 한다.
o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사다리를 승․하강

하지 않는다.
o 사다리에 항상 3점 이상 접촉시킨다.
o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은 2인 1조로 수행

하며,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추락재해 원인을 심층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추락 유발 3대 위험작업에 대

한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락다발 

기인물인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미끄러짐 특성시

험과 추락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안전모델 제시를 
통해 제조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

료 확보와 실용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2007년도 제조업 추락재해 분석결과, 기인물

별로는 사다리에 의한 추락재해가 23%를 차지하

여 가장 높았고, 작업내용별로는 사다리 등을 이용

한 이동, 기계설비의 설치․수리․점검작업, 하역․

적재작업 순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다리 추락

재해의 직접원인으로는 사다리 본체의 미끄러짐, 
사다리 승․하강시 미끄러짐, 사다리 작업시 미끄

러짐 등 3대 유형에 집중되었다.
2) 추락 유발 3대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설문

조사 결과, ‘작업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함’, ‘작업

특성상 조치가 어려움’ 등이 추락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였으며, 사다리 사용시에도 일상적

인 작업이라 기본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KS 규격에 따른 사다리 본체 미끄러짐 시험

과 English XL을 이용한 사다리 발판 마찰계수 측

정결과 마찰계수 크기는 표준상태(건조) > 비표준

상태(습분) > 비표준상태(토분)로 토분의 경우 건

조시와 비교할 때 최대 63.9%의 감소율을 나타내었

으며 이를 통해 사다리 승하강 또는 작업시 작업

자의 신발과 발판사이의 토분 제거가 매우 중요함

을 알 수 있었다.
4)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의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산

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

시되고 있지 않은데 비해 영국의 HSE, 미국의 OSHA 
등 선진외국에서는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사용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추락 

예방조치를 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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