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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aim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of characteristic for electrical equipment and work environment for the 
small-scale site. In order to investigate and analyze electrical equipment and work environment for preventing electric shock disaster in 
construction sites, 50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and 12 large-scale construction sites are selected. This paper completed site 
investigations of low-voltage equipment and the portable electric machine and equipment in 12 large-scale construction sites and 50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The findings were about the electric shock environment relevant to the ground-relevant equipment, the 
panel board, the protection tools, the sockets, the temporary wiring system, the portable and movable electric machines and equipments in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Fi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and foreign relevant standards and regulations and these findings 
can be utilized as educational data warning electric shock risk caused by electric equipment in small-scale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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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1
년 감전재해 발생현황을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건설업에

서 207명(44.6%), 제조업 123명(26.5%), 기타 사업 108명
(23%) 등으로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감전 재해자가 발생

하였다. 또한, 건설업 감전재해자 207명 중 소규모 사업

장에 해당되는 5인 미만, 5~9인 미만에서 발생한 감전재

해자의 합은 138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1-2)

건설현장은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져 전기설비 관

리상태가 기후에 따라 매우 민감하고, 공정의 진행에 

따라 설비의 사용위치가 변하며, 고정형 설비보다는 

이동용 전기기계기구들의 사용이 빈번하다. 특히,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

를 시행하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시행

규칙 12조, 2013년 기준)”를 선임하고,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행령 12조, 2013년 기준)”해야 하

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

다.3-4)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대행업체와 연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상시⋅전담업무가 아

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이는 안

전의식의 결여로 이어져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감전재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감전발생비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존

재하고 있는 감전위험요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기

초로 한 감소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저압설비와 이

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및 관리 상태와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

사를 통하여 감전재해의 주요 원인을 도출하였고 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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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와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분석

하였다.

2. 감전환경 현장조사 방법

건설현장의 선정은 사업규모 20억원 미만, 9인 미만

의 작업자로 구성된 작업장을 대상으로 서울 5개소, 경
기 5개소, 청주 및 청원지역 20개소, 서산 및 당진 10개
소, 대전 지역 10개소로 총 50개소를 선정하였고, 소규

모 사업장의 실태와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가 비교적 양호한 대규모 사업장 12개소(충청도 10개
소, 경기 2개소)를 선정하여 총 62개소를 선정하였다. 

실태조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저압설비와 이

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및 관리상태와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서 저압설비는 

분전반, 차단기/개폐기류, 전기배선, 콘센트, 스위치류 

등이며, 이동용 전기기계기구는 이동용 접속기구, 이동

용 접속기구 배선, 전기그라인더, 고속절단기 및 용접

기 등을 포함하였다. 

3. 실태조사 및 분석

3.1. 저압설비 실태조사 및 분석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압설비로는 분전반, 
차단기/개폐기류, 전기배선 등이 있고 분전반, 전기배

선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분전반은 소규모 사업장 1개소 당 1개의 분전반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규모 사업장은 1개소 당 3~4개의 

분전반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사

업장에서 조사건수 대비 불량한 건수가 3건(7%)로 나

타난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2건(86%)로 나타났

다. 소규모 사업장의 분전반에 관한 관리 실태는 다음

과 같다.
전기유자격자 외에 일반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건장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분전반의 충전부 보호를 위해서 안

전커버(보호판)를 부착하지 않아 차단기의 충전부에 

먼지 및 이물의 유입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분전반

에 구멍을 천공하여 전기배선을 유출시키지 않고 분전

함 밖으로 유출하였다. 이는 분전함 개폐 시 해당 전기

배선에 압착이 가해질 수 있어 배선의 손상으로 인한 

누전 및 감전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분전반 구성은 배선용차단기와 누전차단기 각각 1개씩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누전차단기의 경우 접지선을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Fig. 1은 건설

a) bad locking device b) good locking device

Fig. 1. Locking device with panelboard. 

a) protection board without b) protection board with 

Fig. 2. Protection board with or without panelboard.

a) incorrect b) correct 

Fig. 3. Method of bring out electrical wiring in panelboard.

현장에서의 분전반 시건장치 실태를 나타낸 것이며, 
Fig. 2는 건설현장에서의 분전반 안전커버 착용실태를 

나타낸 것이고, Fig. 3은 분전반에서의 구멍을 통한 전

기배선 유출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1조에 따라, 근로

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

게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배선은 소규모 사업장 50개소에서 125건, 대규

모 사업장 12개소에서 102건 조사되었으며,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25건(25%), 소규모 사업장에

서 64건(51%)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다소 높은 불

량건수를 보였다. 이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전기배선

의 위치가 달라져, 이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업이 완료되어 전담 관리자가 없이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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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ical wire is left live condition after demolition 
works.

여 활선상태의 전선을 방치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작업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였으며 인접한 곳에 접지

된 철골구조물이 있어 전위차가 형성되면 그 즉시 감

전으로 직결될 위험성이 높았다. 철거작업 시에는 전

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실시하고, 철거된 전선은 격리

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4는 철거작업 시 

활선상태로 방치된 전기배선을 검전기를 통해 확인한 

사진이다.

3.2.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실태조사 및 분석

건설현장에서는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위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은 필수적

이며,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이동용 전기기계

기구와 원거리에 있는 이동용 전기기계⋅기기에 전기

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용 접속기구(코드릴)로 구분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비 접지형 접속기구의 사용, 
배선의 관리상태, 절연상태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동식 코드릴은 사용위치가 수시로 변함에 따라 빈

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동식 코드릴은 전기배선과 

마찬가지로 접지형 코드릴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

Fig. 5. Portable cord reel with non-grounding.

Fig. 6. Damaged plug and outlet of portable cord reel.

고 비접지형 코드릴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발견되었다. 
Fig. 5는 비접지형 이동식 코드릴을 나타낸 사진이다.

이동식 코드릴의 플러그 및 콘센트는 지면에 위치하

여 작업자 및 사용설비 등에 압착 및 손상을 받기 쉬워 

손상되기 쉽다. 매일 사용 전 검사를 통하여 발견 즉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6은 이동식 코드릴의 

손상된 플러그 및 콘센트를 나타낸 사진이다.
콘센트는 기본적으로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플러그 역시 비지접형 플러그를 사용하여 누전 및 감

전에 대하여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플러그의 과

도한 접속 및 해체로 인하여 콘센트의 접지극이 구부

려진 채로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매일 사용 전 

검사를 통하여 발견 즉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7은 건설현장에서의 콘센트 및 플러그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전기기계기구들은 

핸드그라인더, 고속절단기, 용접기 등이 있으며 대규모

의 건설현장에서는 기기고장 및 작업자의 감전에 대비

하기 위하여 이중 절연된 기구들을 사용하는 반면, 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Fig. 8은 건설현장에서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동용 전기기계기구들의 사용실태를 나타내었다.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사업

장의 조사건수는 총 84건에서 불량건수는 7건(8%)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사업장은 조사건수 79건에서 불량 

건수 48(61%)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장의 불량 건수

가 낮은 이유는 건설현장입구에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Fig. 7. Damaged plug and outlet in construction site.

a) Double insulation b) Non double insulation

Fig. 8. Portable electric machine in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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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기가 있어 이를 통과하여 사용

하고 있었고, 소규모사업장의 경우는 50개소 사업장 

모두 안전성 검사 기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체 파

손 및 코드 불량이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3.3.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50개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이루어져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햇빛이 

들지 않은 지역의 지면은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

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지면에 피복이 

벗겨진 배선, 파손된 플러그 지면 등이 지면과 접촉하

게 되는 경우에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쇠파이

프, 비계, 사다리 등 도전성이 높은 철골구조물이 많아 

잠재적인 감전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 Fig. 9는 습기에 

젖어있는 지면에 이동식 코드 릴의 플러그(활선상태)
가 지면에 놓여있고, 그 주변에 철골 구조물이 배치되

어 있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이다.
공사 진행 중에 인체 및 무거운 공사 자제에 의해서 

손상된 전기배선 및 접속 기구를 빈번하게 발견할 수 

Fig. 9. The construction site where exposed to moisture. 

Fig. 10. Damaged electrical wire and socket.

Fig. 11. Incorrect grounding system of panelboard, equipment, 
lighting.

있었다. 또한, 분전반,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 등에 접지

를 실시하지 않거나, 접지탈락으로 누전에 대한 보호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업자의 안전교육, 안전점검 

이외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6). 

Fig. 10은 손상된 전기배선 및 접속기구 사진이며, 
Fig. 11은 분전반, 전기설비, 전기배선의 불량한 접지상

태를 나타낸 사진이다.

4. 안전기준 및 규정 분석

건설현장과 관련된 국내외 전기설비 및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전기설비 및 안전기준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국외 기준은 미국의 미국연방규정집(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수록된 건설업에서의 전기안전

기준 (Title 29, Subtitle B, Chapter X) 및 일본의 전기

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으로 선정하였다7). 국내의 

경우, 건설현장의 전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첫째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지침서로는 내선규정

에 준하여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은 기계, 장치 등의 설비에 대해서 안

전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규범이 되는 

표준으로서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에서 ‘제1절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절 전기 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

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에서 옥내의 시설과 옥외의 시설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미국연방규정집에 수록된 건설업에서의 전기안전기

준은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NEC(NFPA 70)를 

바탕으로 한 규정을 수록한 것으로 실질적인 안전기준이 

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MSC(National Safety Council :Data 
Sheet 515) “Temporary electrical wiring for construction 
sites”에서 건축현장의 임시전기배선에 관한 가이드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준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며, 주 법은 

JOSHA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

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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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침서로는 내선규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내와 매우 유

사하며 비교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미국의 관련

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은 저압설비의 분전반, 임시전선과 이동용 전기기계기

구 및 접지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였다.

4.1. 저압 설비 안전기준 및 규정 분석 

분전반에 관한 기준 및 규정으로는 국내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분전반의 충전부에 대한 방

호방법을 나타내었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에서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과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는 방

법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연방규정집에서는 충전부에 

대한 보호방법과 전기장비가 물리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외함이나 방호조치를 준비해야만 하

고,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

다. 또한, 노출된 충전부가 포함된 실(室) 및 기타 방호

조치 된 장소의 입구에는 비자격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표시를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일본의 분전반과 관련하여 뇌보호장치, 집중접지단

자, 코드단락 보호용 순시차단기능 부착 배선용 차단

기, 과전류경보장치 부착 주택용 분전반, 과전류 차단

기의 차단용량, 단상 3선식 분기회로이하 관계되는 주

택용 분전반에 관련하여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임시전선에 관한 기준 및 규정으로 국내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배선 등의 절연피복, 습
윤한 장소에서의 이동전선,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임시배선의 시

설은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

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저압 옥내배선을 콘크

리트에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 대한 수칙과 50A를 초과

하는 하나의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전로에는 다른 부하

를 접속시키지 말 것,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한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규정집에서는 

임시배선에 대하여 설치된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제거

해야 하는 전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시배선을 통

해서 연결되는 분기회로, 콘센트, 조명 등에 대한 설명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바닥에 전선을 놓지 않도록 

하고, 콘센트는 접지형을 사용하며, 임시조명을 공급하

는 분기회로의 콘센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하

를 연결하지 말 것 등의 각종 수칙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임시전선과 관련하여 전기설비 기술기

준 제3조 - 제12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기

준과 유사하다.

4.2.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안전기준 및 규정 분석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관한 기준 및 규정으로는 국

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임시로 사용

하는 전등에 관한 규칙, 꽂음 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주의

사항을 나타내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미국과 유사하게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백열전등, 
방전등, 가정용 및 업무용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도록 되어있고, 꽂음 접속기의 

접지선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미국의 연방규정집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정

형 조명, 이동용 조명, 소켓, 콘센트는 근로자가 충전부

에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

고,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에 대한 보호조치와 

전류가 통하는 부분에 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0조 - 제32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기준과 유사하다.

4.3. 접지에 관한 안전기준 및 규정 분석

접지에 관한 기준 및 규정으로는 국내의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접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와 

접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시하였으며, 접
지설비에 관하여 항상 점검해야 하고 이상 발견 시 즉

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전기설

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접지방법은 전로

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 사용전

압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를 제시하였고, 정격감도전

류에 따른 접지저항값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연방규정

집에서는 회로, 장비 및 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접지경

로는 영구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만 하고, 사업주는 건

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전선, 콘센트, 전선 

또는 플러그에 의해 접속된 장비들에 대하여 접지프로

그램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프로그

램은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사업주에 의해 채택된 특정 절차를 포함하여 프로

그램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 사업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

정 할 수 있다. 
- 전선, 플러그 및 콘센트, 전선 또는 플러그에 의해 

접속된 장비들은 매일 사용하기 전에 내부손상의 

징후, 연결핀의 손실, 절연 손실과 같은 결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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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점검해야만 한다. 
- 건물 및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사용될 설비들을 제

외한 전선, 콘센트, 전선 또는 플러그에 의해 접속

된 장비들에 대하여 접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

는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내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과 내선규정에 있어서 국내와 매우 유사하다. 접지

와 관련해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13조 - 제19 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감전발생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50개소와 대규모 사업장 12개소의 현장을 선정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저압설비, 이동용 전기기계기

구의 사용 및 관리 상태와 작업환경을 분석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감전환경 특성을 도출하였고, 저압 설

비 및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와 관련된 국내외 전기안전 

기준 및 규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장의 감전재해 요인은 분전

반, 전기배선, 콘센트, 플러그, 이동식 코드 릴과 같이 

작업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에서 발견되었다. 문제

점이 도출된 장비에서의 공통적인 특성은 크게 2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물리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매우 높다. 공사자재들 밑

에 압착되어 있는 전기배선, 콘센트 및 플러그의 거친 

사용으로 외함의 손상, 분전반 안전커버 부재, 분전반

에서 부적절하게 전선을 유출하는 방법으로 각종 장비

들의 손상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교체 및 제거 등

의 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의

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소규모 사업장에 존재하는 전기회로는 접지에 

관한 조치가 매우 취약하다. 분전반의 접지선 탈락, 콘
센트,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및 접속기구(코드 릴)의 비

접지형 사용, 이중절연기구의 미사용으로 접지대책이 

미비하였다. 특히, 분전반의 접지선 제거(Fig. 15참조)
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작업자 및 안전대행 관리자의 

접지에 관한 필요성 및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설현장과 관련한 국내외의 전기안전 기준 및 

규정들은 근로자의 충전부 접촉에 대한 방지, 접지 대

상, 임시배선의 보호, 접지형 전선 및 콘센트 등과 관

련된 규정의 맥락이 매우 유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 건설현장이 감전사고에 취약한 것은 대규모

의 건설현장에 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장비들의 물

리적 손상에 대한 보호, 접지에 관한 조치와 같이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분전반에 접지가 안 되어 있거나, 접지선의 탈락, 

비접지형 콘센트와 접지형 기계⋅기구를 혼용하여 사

용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모든 전선, 
콘센트, 전선 또는 플러그에 의해 접속된 장비들에 대

하여 접지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비 및 전선들에 대

해서 매일 사용 전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손상된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이 논문은 2013년도 “산업안전보건연

구원 학술용역”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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