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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추락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추락재해(墜落災害)는 높은 위치의 장소 등

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상 등에 낙하

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 분석 자료

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근 5년간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69,358명이고, 2009년 13,589명, 2010년 

14,040명, 2011년 13,745명, 2012년 14,228, 2013년 

13,756명으로 나타났다1-5). 2013년의 경우 추락재해로 

인해 하루 평균 38명이 재해를 입고 이중 하루 1명꼴

로 사망하고 있다. 2013년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총 13,756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15.0%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3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전

체 사망자의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자수 대비 사망률도 전체재해의 사망률 2.1%보다 높은 

2.5%로 나타나 치사율 또한 타 재해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5). 특히,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로 인한 사

망자는 전체 사고성 사망자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

여 사망사고의 주요 발생형태로 나타나고 있다6). 

국내 산업현장의 추락재해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

로자 10만 명당 사망률은 3.65로 영국의 사망률 0.15의 

24.3배, 미국의 사망률 0.56의 6.5배, 일본의 사망률 

0.84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추락재해의 

심각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7). 

안전대란 추락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높은 위치의 작

업현장에서 사전에 추락재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신

체 보호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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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는 근로

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8).

고소작업 시 추락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근로자는 안전대를 항상 착용하고 작업하여

야만 한다. 하지만 종래의 안전대는 충격흡수 능력이 

부족하여 추락 시 흉부를 압박하거나 허리에 충격이 

집중되어 허리 꺾임 등 하반신을 다치게 할 수 있어 2

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추락 시 충격 하중을 허리가 아닌 전신으

로 고루 분산시키고 추락 후에도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신 안전대로 대체되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최근 사용되고 있는 전신 안전대는 신

체 부위별 벨트 폭이 비교적 얇은 띠 형상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락 시 발생하는 충격을 제

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어깨와 허리, 허벅지 

부위에 벨트에 의한 심한 찰과상이 발생하는 등 근로

자의 추락 시 신체에 쉽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문제점

이 있다. 또한, 전신 안전대 개발 시 근로자의 안전성

만을 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신 안전대 착용 시의 

편안함과 작업 용이성, 다양한 근로자의 신체사이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

해 현대 산업사회에서 더욱 다양해진 근로자들 중 신

체 사이즈가 아주 작거나 큰 근로자들은 항상 몸에 착

용하여야 하는 전신 안전대가 행동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며 전신 안전

대의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Smith-Jackson 등의 연구에서 지붕 수리공들이 전신 

안전대의 부정적인 견해 중 많이 언급된 내용에는 전

신 안전대를 착용했을 때 움직임의 어려움과 불편함, 

죔줄의 얽힘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

붕 수리공들의 전신 안전대의 사용성과 추락 위험성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지붕 수

리공들은 전신 안전대가 벨트와 죔줄의 얽힘과 불편함, 

집중력 분산으로 추락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9). 

Angles 등의 연구에서 전신 안전대의 이용은 사용성의 

부재와 전신 안전대 이용에 따른 허벅지와 어깨의 불

편함으로 인한 일련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신 

안전대의 사이즈 불편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전신 

안전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

로 전신 안전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공업

과 건설업 근로자들은 다양한 고소작업에 노출되어 있

어 다른 업종에 비해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작업 

시 전신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업종이다. 

그리고 중공업과 건설업의 작업 특성에 따라 근로자들

이 요구하는 전신 안전대의 개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

다고 판단하여 중공업과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

신 안전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결과는 중공업과 건설업 근

로자들의 전신 안전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중공업과 

건설업 작업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전신 안전대를 개발

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2. Method

2.1 Subjects of survey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는 중공업과 건설업 사업장에

서 전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 565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 Personal characteristics for subjects 
설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설문 대상자 565명 중 중공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는 314명(55.6%)이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는 251명(44.4%)으로 조사되었다. 중공업 근

로자의 평균 연령은 39.1세(표준편차: ±8.5세)이며, 평

균 신장은 173.4 cm(표준편차: ±6.7 cm), 평균 체중은 

71.5 kg(표준편차: ±10.8 kg),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9

시간(표준편차: ±1.8시간), 평균 직무기간은 9.1년(표준

편차: ±6.6년)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6.9세(표준편차: ±8.5

세)이며, 평균 신장은 170.5 cm(표준편차: ±6.8 cm), 평

균 체중은 69.2 kg(표준편차: ±10.8 kg),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8.6시간(표준편차: ±1.8시간), 평균 직무기간은 

9.4년(표준편차: ±6.7년)으로 나타났다. 

2.3 Methods of survey
중공업과 건설업 사업장에서 전신 안전대를 착용하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for subjects of survey

Divis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Age(year) 39.1(±8.5) 36.9(±8.5)

Height(cm) 173.4(±6.7) 170.5(±6.8)

Weight(kg) 71.5(±10.8) 69.2(±10.8)

Working hour per day(hour) 8.9(±1.8) 8.6(±1.8)

Duration of working(year) 9.1(±6.6) 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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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신 안전대 사용 실

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완료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배포된 전신 안전대 사용 실태 설문

지는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는 근로자 인터뷰 및 현장 

실사를 통해 개발한 것이다.

2.4 Contents of survey
전신 안전대 사용 실태 조사 설문 내용으로는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안전성과 착용감, 작업 용이

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하루 평균 착용시간, 평균 수

명(교체 주기), 교체 이유, 가장 불편한 신체부위 및 이

유, 가장 불편한 전신 안전대 제품부위, 착용 시 불편

한 점, 새로운 전신 안전대 개발 여부 및 이유, 새로운 

전신 안전대 개발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현

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 또는 새로운 전신 안전대 개

발에 대한 기타 의견을 조사하였다. 

2.5 Statistical analysis
전신 안전대 사용 실태 조사에서 중공업과 건설업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을 실시

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고 유의

확률 값이 유의수준 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Minitab 18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 시 기타와 무응답

은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3. Results

3.1 The safety of full body harness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안전성(Safety)을 11

점 리커터(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1점은 “매우 안

전하지 못함”, 6점은 “보통”, 11점은 “매우 안전함”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신 안전대의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공업과 건설업에서의 안전

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7.9점(표준편차: ±2.1점)으로 보

통인 6점 보다 1.9점 높게 나타났다. 중공업과 건설업 

근로자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신 안전대의 안전성

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The comfort of full body harness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착용감을 조사한 결

과 중공업 근로자는 평균 5.9점(표준편차: ±2.5점)으로 

보통인 6점 보다 0.1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설업 

근로자는 평균 5.8점(표준편차: ±2.4점)으로 보통인 6점 

보다 0.2점 낮게 나타났다. 중공업과 건설업 근로자들

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신 안전대의 착용감에 대하

여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The easiness of task of full body harness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작업 용이성을 조사

한 결과 중공업 근로자는 평균 5.9점(표준편차: ±2.6점)

으로 보통인 6점 보다 0.1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

설업 근로자는 평균 5.8점(표준편차: ±2.6점)으로 보통

인 6점 보다 0.2점 낮게 나타났다. 중공업과 건설업 근

로자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신 안전대의 작업 용

이성에 대하여 용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3.4 The wearing time of full body harness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하루 평균 착용 시간

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중공업에서

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 38.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8시간 이상 35.6%, 4시간 미만 2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

만이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이상 

20.8%, 4시간 미만 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신 

안전대의 하루 평균 착용 시간에서 중공업과 건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전신 안전대의 하루 평균 착용 시간은 중공업이 건

설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간 잔업 등

으로 인해 중공업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건설업에 

비해 높은 것이 전신 안전대의 하루 평균 착용 시간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The wearing time of full body harnesses

Classificat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Less than 4hours 81
(26.0)

14
(5.6)

0.000***

More than 4hours ∼ 
Less than 8hours

120
(38.5)

184
(73.6)

More than 8hours
111

(35.6)
52

(20.8)

Total 312
(100.0)

250
(100.0)

3.5 The replacement period of full body harness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교체주기에 대한 설

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중공업에서는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개월 이상 36.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6개월 이상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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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placement period of full body harness

Classificat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Less than 3 months 12
(3.9)

6
(2.4)

0.000***

More than 3 months ∼ 
Less than 6 months

66
(21.7)

10
(4.0)

More than 6 months ∼ 
Less than 12 months

116
(38.2)

117
(46.8)

More than 12 months 110
(36.2)

117
(46.8)

Total
304

(100.0)
250

(100.0)

개월 미만과 12개월 이상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신 안전대의 교체주기에서 중공업과 건설업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전신 안전대의 교체주기는 중공업이 건설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공업 특성상 철판으로 

이루어진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과 용접 작업으로 인한 

불똥 등으로 인해 전신 안전대의 손상이 건설업에 비

해 빠르기 때문에 중공업의 전신 안전대의 교체주기가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3.6 The reasons for replacement of full body 
harness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교체 이유에 대한 설

문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중공업에서는 파손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화 28.9%, 이물질 

오염 1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전신 

안전대 사이즈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파손 

34.2%, 노후화 1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신 안

전대의 교체이유에서 중공업과 건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Table 4. The reasons for replacement of full body harness

Classificat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Breakdown
131

(41.6)
141

(34.2)

0.000***

Size of full body harness 7
(2.2)

165
(40.0)

Deterioration
91

(28.9)
46

(11.2)

Pollution of foreign material 62
(19.7)

28
(6.8)

Corrosion 24
(7.6)

32
(7.8)

Total
315

(100.0)
412

(100.0)

중공업에서 파손이 가장 높은 것은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과 용접 작업으로 인한 불똥 등으로 인해 전신 안

전대의 손상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전신 안전대 사이즈가 가장 높은 것은 다

양한 근로자의 체형에 맞는 전신 안전대 사이즈가 없

어 한 개의 사이즈만으로 이루어진 전신 안전대를 주

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7 The most uncomfortable body part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가장 불편한 신체 부

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중공업에

서는 허벅지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깨 

22.7%, 허리 1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

는 어깨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벅지 

24.8%, 허리 2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가장 불편한 신체 부위에서 중공업과 

건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중공업에서 가장 불편한 신체부위로 허벅지가 나타

난 것은 다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자세가 

많이 발생하고 작업 이동 중에 허벅지벨트가 허벅지를 

많이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건설업에

서 가장 불편한 신체부위로 어깨가 나타난 것은 벽돌

이나 자재 등을 어깨에 지고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 전

신 안전대의 사이즈 조절이 힘들어 어깨벨트가 어깨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신체 부위가 

불편한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중공업에서는 접촉부위의 부하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품의 무게 31.6%, 사이즈 조절 27.4%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사이즈 조절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품의 무게 29.8%, 접

촉부위의 부하 19.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착용 중

인 전신 안전대의 신체 부위가 불편한 이유에서 중공업

Table 5. The most uncomfortable body part 

Classificat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Thigh 163
(48.7)

103
(24.8)

0.000***

Shoulder
76

(22.7)
147

(35.4)

Waist
38

(11.3)
87

(21.0)

Chest
22

(6.6)
67

(16.1)

Hip
36

(10.7)
11

(2.7)

Total 335
(100.0)

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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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asons of discomfort part of body 

Classificat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Adjust of size
93

(27.4)
183

(40.4)

0.000***

Weight of product 107
(31.6)

135
(29.8)

Load of 
contact body part

115
(33.9)

89
(19.6)

Texture of product 
18

(5.3)
44

(9.7)

Design of product 6
(1.8)

2
(0.4)

Total 339
(100.0)

453
(100.0)

과 건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중공업에서 신체 부위가 불편한 이유로 접촉부위의 

부하가 나타난 것은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이

동하는 중에 허벅지벨트가 허벅지에 지속적으로 접촉

되면서 부하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신체 부위가 불편한 이유로 사이즈 조절이 

나타난 것은 전신 안전대의 사이즈 조절이 힘들어 체

형에 맞지 않는 전신 안전대를 착용함으로 인해 어깨

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8 The usability problems
전신 안전대 착용 시 가장 불편한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중공업에서는 벨트의 엉

킴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죔줄의 엉킴 

27.1%, 버클체결 및 분리 1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벨트의 엉킴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죔줄의 엉킴 25.6%, 버클체결 및 분리 16.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신 안전대 착용 시 가장 불

편한 이유에서 중공업과 건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Table 7. The usability problems

Classificat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Tangle of belt
120

(36.5)
125

(35.9)

0.972

Tangle of lanyard 89
(27.1)

89
(25.6)

Buckle fastening and 
separation

52
(15.8)

56
(16.9)

Change to head/back of full 
body harness

40
(12.2)

48
(13.8)

Change to left/right of full 
body harness

28
(8.5)

30
(8.6)

Total 329
(100.0)

348
(100.0)

지 않게 나타났다(p>0.05).

전신 안전대 착용 시 가장 불편인 이유로 벨트(웨빙)

의 엉킴이 나타난 것은 전신 안전대의 경우 앞/뒤의 구

분이 없어서라고 판단되며, 새로운 전신 안전대 개발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3.9 The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new full 
body harness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새로운 전신 안전대 개발 여

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중공업에

서는 필요하다가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

하지 않다 11.8%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필요

하다가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 

5.6%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전신 

안전대 개발 여부에서 중공업과 건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중공업과 건설업에서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새로운 

전신 안전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중

공업과 건설업에서 다양한 근로자들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

들이 착용감과 작업 용이성 등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

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새로운 전신 안전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중공업에서는 작업 용이성 때

문에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착용감 때문에 

Table 8. The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new full body harness

Classificat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Need 276
(88.2)

237
(94.4)

0.010**No need
37

(11.8)
14

(5.6)

Total 313
(100.0)

251
(100.0)

Table 9. The reasons for development of new full body harness 

Classificat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Easiness of task 146
(44.4)

154
(44.8)

0.000***

Comfort 110
(33.4)

152
(44.2)

Safety
73

(22.2)
38

(11.0)

Total 329
(100.0)

3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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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안전성 때문에 2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

설업에서는 작업 용이성 때문에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착용감 때문에 44.2%, 안전성 때문에 

1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전신 안전대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서 중공업과 건설업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3.10 Considerations for development of new full 
body harness

새로운 전신 안전대를 개발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중공업에서는 제품무게가 44.7%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제품사이즈 33.8%, 제품재질 1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제품사이즈가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품재질 18.3%, 제품무게 

1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전신 안전대 

개발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서 중공업과 건설업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중공업에서 제품무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전신 

안전대의 평균 무게가 2 kg정도로 장시간 착용 시 무

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경량화를 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제품사이즈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양한 근로자들의 체형에 맞

는 전신 안전대가 없어 한 개 사이즈의 전신 안전대를 

주로 사용함으로 인해 불편하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전신 안전대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11 Other opinions for development of new full 
body harness 

설문 대상자 565명 중 148명이 기타 의견에 답변을 

해주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Table 10. Considerations for development of new full body 
harness

Division Heav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p-value

Size of product 99
(33.8)

167
(66.5)

0.000***

Weight of product
131

(44.7)
35

(13.9)

Texture of product 50
(17.1)

46
(18.3)

Design of product 11
(3.8)

3
(1.2)

Price of product 2
(0.7)

0
(0.0)

Total 314
(100.0)

251
(100.0)

① 전신 안전대 착용 시 허벅지의 벨트로 인해 움

직임이 방해되며, 제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조절을 많

이 해야 하며, 벨트의 남은 길이가 길어 작업에 방해

가 된다.

②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서 벨트를 자주 조절하고, 

밴드가 버클에서 잘 빠지며, 여성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작은 전신 안전대가 있으면 좋겠다.

③ 허벅지벨트 사이즈 조절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며 

무게도 너무 무거워 장시간 착용 시 온몸이 뻐근하다.

④ 근로자의 체형을 고려한 다양한 사이즈의 전신 

안전대 생산이 요구된다.

⑤ 전신 안전대를 탈의 후 다시 착용 시 매우 힘들

며, 전신 안전대의 앞뒤가 바뀌고 엉켜서 착용이 불편

하다.

⑥ 전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면 행동이 불

편하고, 주변의 골자재에 걸려서 벨트가 떨어지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4. Conclusion

2013년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전체 재해자의 

15.0%를 차지하였으며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18.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추락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고성 사망자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여 사망사고의 주요 발생형태로 나타나 

국내 추락재해의 심각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전신 안전대를 주로 사용하는 중공업과 

건설업에서 현재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신 안전

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공업과 건설업의 작업 특성

을 고려한 새로운 전신 안전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

이다. 이에 중공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65명

을 대상으로 전신 안전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착용감과 작업 용

이성은 중공업과 건설업에서 보통인 6점 보다 낮게 나

타났다. 

2)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하루 평균 착용 시

간은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 중공업 38.5%와 건설

업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체주기는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이 중공업 38.2%와 건설업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교체 이유는 중공

업에서는 파손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

업에서는 전신 안전대 사이즈가 맞지 않음이 4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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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현재 착용 중인 전신 안전대의 가장 불편한 신체 

부위 및 이유는 중공업에서 허벅지가 48.7%와 접촉부

위의 부하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에

서는 어깨가 35.4%와 사이즈 조절이 40.4%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5)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새로운 전신 안전대 개발 

여부는 중공업과 건설업에서 88.2%와 94.4%로 “필요

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 이유는 중공업과 

건설업에서 44.4%와 44.8%로 “작업 용이성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새로운 전신 안전대를 개발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중공업에서 제품무게 44.7%와 제

품사이즈 33.8%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에서는 제

품사이즈 66.5%와 제품재질 18.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결과는 전신 안전대를 착용

하고 작업하는 중공업과 건설업 근로자들의 전신 안전

대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더욱 다양해진 근로자들의 신체 사

이즈 및 중공업과 건설업의 작업 특성을 고려한 새로

운 전신 안전대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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