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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evious literature has been investigated various aspects of accident occurrence and prevention in construction field. 
However, those studied were limited in that they only focused on the death accident without considering the loss time accident. Based 
on this, the goal of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loss time accident,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death accident. 
Results showed that 1) the occurrence rate of death accid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orm work, temporary work, and steel frame 
work; 2) the temporary work showed significantly higher occurrence rate of the loss time accident and the death accident as compared to 
others; 3) ratio of the loss time accident to the death accident in domestic construction field was 50:1; 4) fall accident showed biggest 
occurrence rate in both the loss time accident and the death accident; and 5) more that 80% of workers in both the loss time accident and 
the death accident was between 41 and 65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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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187,39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7,062,308명 중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는 

90,909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1,850명, 부상자 

81,955명, 업무상질병 이환자는 6,820명이었고 재해율

은 0.53%인 것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

된 재해자 수는 23,669명(전년대비 69명 증가)으로 기

타의 사업(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
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발생된 재

해자 수 30,335명과 제조업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 

28,649명 다음으로 많은 재해자가 발생되었다. 또한 사

망자 수를 살펴보면 기타의 사업은 322명, 제조업은 

453명이며 건설업에서 발생된 사망자 수는 486명으로 

10개의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1).
2014년도에 발생된 건설업 재해자 23,669명 가운데 

사고재해자수는 22,935명(97%)이고 건설업 사망자 489
명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434(89%)명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의한 10개
의 건설업 구분에 의한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건축건

설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는 15,599명으로 2014년
도 건설업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 23,669명의 66%, 사
망자 수는 313명으로 2014년도 건설업에서 발생된 사

망자 수 486명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 15,599명 가운데 

업무상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15,133명으로 재해자

의 대부분(97%)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고 313명의 사망자 가운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76명(88%)으로 나타나 이 또한 대부분 업

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1).
즉,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의한 10개(건

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건설기계 관리사업) 중에서 건축건설

공사의 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건설공사 재해발생 및 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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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수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사례와 작업강도를 

고려한 건축공사 위험성평가에서는 13년 동안 국내에

서 발생된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3).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원인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련 규정

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4), 추락재해의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으

로 추락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 경로를 제시하였다5). 또한 전문건설업종별 재해

현황 및 특성 연구를 위하여 재해가 다발하는 12개 업

종에 한정하여 분석 및 대안을 제안하는 등 지금까지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연

구6)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에서 활용된 자료들은 국내에서 발생된 일반재

해가 아닌 사망재해를 대상으로만 수행되거나 재해율

이 비교적 높은 한정된 대상으로만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국내 건축건설공사에서 업무상사고

로 발생된 일반재해자 및 사망재해자를 대상으로 재해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해감소를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Classification of work type 
in architectural work 

2.1 Definition of architecture work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건축건설공사에 대한 건축용

어사전적 의미는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말

한다”로 정의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에 따른 내

용예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있다2). 

◦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의 건물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
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

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
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급탕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소화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취부방수

공사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
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

하여지는 난방,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건물내의 아이스스케이팅설비에 관한 공사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 전문제공사

본 연구에서는 건축건설공사의 범위는 근로복지공

단의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근거로 하여 재해분석을 하였다.

2.2 Classification of work type in architectural 
work 

본 연구에서는 건축건설공사의 공종에 대한 구분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16개로 분

류되어 있는 KOSHA Guide와 22개 공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상호 비교⋅분석하였고 

KOSHA Guide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열공사, 커튼

월공사, E/V 공사, 해체공사, 기타작업 및 작업외 이동

에 대한 7개 공종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2012~2014년)간 국

내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사망재해 및 일반재해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1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거푸집공

사, 가설공사, 철골공사, 토공사 및 기초공사, 석/외벽

공사, 콘크리트공사, 설비공사, 미장/견출/타일공사, 도
장공사, 양중작업, 철근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전기(통
신)공사, 유리 및 창호공사, 조적공사, 작업외 이동, 방
수공사, 해체공사, 수장공사 및 금속 잡철물 공사, 단열

공사, 커튼월 공사 그리고 기타공사 총 22개로 분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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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work type in architectural work

No. Work type No. Work type

1 form work 12 E/V work

2 temporary installation work 13 electric work

3 steel frame work 14 glass and window work

4 earth & foundation work 15 masonry work

5 stone and wall work 16 movement beyond work

6 concrete work 17 waterproof work

7 facilities work 18 break work

8 mortar & tile work 19 embellishment and metal work

9 paint work 20 insulation work

10 lift work 21 curtain wall work

11 steel bar work 22 etc

3. Result

3.1 Analysis of death accident according to 
work type in architectural work

본 절에서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의한 

10개의 건설업 구분 중에서 건축건설공사에서 지난 3
년(2012~2014년)간 발생된 사망재해를 건축건설공사 

공종별로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Table 2에서 나타내었다. 

Table 2. Analysis of death accident by work type 

Work type 2012 2013 2014 Avg.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1 form work 25 23 23 23.67 285
2 temporary installation work 38 29 35 34.00 190
3 steel frame work 21 17 24 20.67 180
4 earth & foundation work 12 8 8 9.33 100
5 stone and wall work 19 16 9 14.67 115
6 Concrete work 10 17 13 13.33 90
7 facilities work 11 8 15 11.33 103
8 mortar & tile work 15 14 14 14.33 88
9 paint work 25 23 18 22.00 60

10 lift work 7 5 12 8.00 75
11 steel bar work 5 11 5 7.00 53
12 E/V work 3 3 1 2.33 42
13 electric work 18 8 17 14.33 39
14 glass and window work 4 2 1 2.33 38
15 masonry work 5 2 0 2.33 24
16 movement beyond work 23 50 45 39.33 33
17 waterproof work 4 0 5 3.00 27
18 break work 8 22 12 14.00 21
19 embellishment and metal work 1 0 0 0.33 16
20 insulation work 0 2 3 1.67 7
21 curtain wall work 0 0 0 0.00 3
22 etc 18 31 16 21.67 36

Total 272 291 276 279.67 1,625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839건(3년간 평균 279건)
의 사망재해를 공종별로 분석한 결과 작업외 이동에서 

지난 3년간 평균 39.33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

되었고, 다음으로 가설공사에서 34건, 거푸집 공사에서 

23.67건, 도장공사에서 22건 그리고 철골공사에서 

20.67건으로 나타나 타 공종에 비해 비교적 사망 재해

율이 높은 공종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의 중대재해사례 보고집 토대로 11년(1992~2002년) 
동안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사망재해 1,625건을 분

석한 선행연구7)에서는 거푸집공사에서 발생된 중대재

해건수가 28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17.4%)을 나타내

었고, 다음으로 가설공사에서 190건, 철골공사에서 180
건, 석/외벽공사에서 115건 그리고 설비공사에서 103건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발생

율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공종은 거푸집공사, 가
설공사 그리고 철골공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방수공사와 작업외 이

동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사망

재해율이 높은 공종들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 사망재해

율이 가장 높았던 공종은 거푸집공사였으나 최근 건축

건설업에서 발생된 재해 중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설공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E/V 공사, 유리 및 창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

사, 수장공사 및 금속잡철물공사, 단열공사 그리고 커

튼월공사까지 총 7개 공종에서 지난 3년간 발생된 사

망재해건수는 3건 이내로 분석되어 타 공종에 비해 재

해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Analysis of loss time accident according to 
work type in architectural work

본 절에서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의한 

10개의 건설업 구분 중에서 건축건설공사에서 지난 3
년(2012~2014년)간 발생된 42,821건(3년간 평균 14,273
건)의 일반재해를 건축건설공사 공종별로 분석하였으

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Table 3에서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건축건설공사 공종별 일

반재해를 분석한 결과 가설공사에서 지난 3년간 평균 

약 2,090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되었고, 다음

으로 해체공사에서 약 1,215건, 거푸집공사에서 약 

1,174건 그리고 작업외 이동에서 1,122건으로 나타나 

타 공종에 비해 비교적 일반 재해율이 높은 공종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커튼월 공사, 수장공사 및 금속잡철

물공사, 커튼월공사까지 총 3개의 공종에서 지난 3년
간 발생된 일반재해건수는 10건 이내로 분석되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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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loss time accident by work type 

work type 2012 2013 2014 Avg.

1 form work 1,048 1,272 1,203 1,174

2 temporary installation work 1,912 2,034 2,323 2,089

3 steel frame work 603 696 620 639

4 earth & foundation work 665 723 574 654

5 stone and wall work 623 604 850 692

6 Concrete work 360 464 404 409

7 facilities work 359 263 292 304

8 mortar & tile work 814 815 645 758

9 paint work 659 593 824 692

10 lift work 273 215 307 265

11 steel bar work 700 595 1029 774

12 E/V work 14 4 13 10

13 electric work 253 325 115 231

14 glass and window work 183 237 108 176

15 masonry work 182 273 159 204

16 movement beyond work 1,123 1,040 1,203 1,122

17 waterproof work 112 107 120 113

18 break work 1,337 1,115 1,195 1,215

19 embellishment and metal work 8 7 7 7

20 insulation work 26 41 43 36

21 curtain wall work 2 0 0 1

22 etc 2,603 2,682 2,823 2,702

Total 13,859 14,105 14,857 14,273

공종에 비해 재해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는 앞서 분석된 사망재해와 일반재해의 

발생건수에 대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Table 4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전체 사망재해건수 

대비 일반재해의 건수에 대한 비율은 1:50으로 분석되

었다. 
비록 1931년 H.W.Heinrich가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이라는 저서에서 주장한 1 : 29 : 300의 법칙

에서 제시한 재해분류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건의 사망재해가 발생됨

에 있어서 수많은 일반재해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Table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Elevator 공사의 경우 사망재해 대비 일반재해의 비율

이 1:4로 나타나 22개 공종 중 재해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전기공사가 1:16, 수장공

사 및 금속 잡철물공사가 1:21, 단열공사가 1:22 다음

으로 설비공사가 1:27로 나타나, 건축건설공사의 22개 

공종 가운데 비교적 재해강도가 높은 공종은 설비공사, 
Elevator 공사, 전기공사, 수장공사 및 금속잡철물공사 

Table 4. Comparison Analysis of death and loss time accident 
by the theory of H.W.Heinrich 

Work type death 
accident

loss time 
accident Ratio 

1 form work 23.67 1,174 1:49

2 temporary installation work 34.00 2,089 1:61

3 steel frame work 20.67 639 1:31

4 earth & foundation work 9.33 654 1:70

5 stone and wall work 14.67 692 1:47

6 Concrete work 13.33 409 1:31

7 facilities work 11.33 304 1:27

8 mortar & tile work 14.33 758 1:53

9 paint work 22 692 1:31

10 lift work 8 265 1:33

11 steel bar work 7 774 1:110

12 E/V work 2.33 10 1:4

13 electric work 14.33 231 1:16

14 glass and window work 2.33 176 1:76

15 masonry work 2.33 204 1:88

16 movement beyond work 39.33 1,122 1:29

17 waterproof work 3 113 1:38

18 break work 14 1,215 1:87

19 embellishment and metal work 0.33 7 1:21

20 insulation work 1.67 36 1:22

21 curtain wall work 0 1 -

22 etc 21.67 2,702 1:125

Total 12.71 648.50 1:50

그리고 단열공사로써 총 5개 공종으로 분석되었다. 

3.3 Analysis of accident type in architectural 
work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사망재해를 재해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이 나타내었다. 건축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사망재해형태는 추락

(떨어짐)으로 인해 전체 사망재해 평균 280건 중에서 

141건(50%)의 사망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낙하⋅비래(물체에 맞음)로 인해 발생된 사망

재해가 26건으로 년도별 평균 사망재해의 9.3%를 차

지하였으며, 충돌(부딪힘)로 인해 발생된 일반재해가 

22건(7.9%), 붕괴(무너짐)로 인해 발생된 일반재해가 

16건(5.7%)의 순으로 발생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재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재해 중에 하나인 

전도(넘어짐)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년 평균 7.67건으

로 전체재해 평균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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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death accident type 

Accident type 2012 2013 2014 Avg.

electric shock 5 7 5 5.67

fall beneath 8 11 9 9.33

get jammed 5 9 6 6.67

slip 7 11 5 7.67

fall 137 142 145 141.33

collapse 18 16 15 16.33

be hit 29 24 26 26.33

collision 20 21 25 22.00

be drowned 5 19 5 9.67

car accident except site 15 16 14 15.00

hypoxia 4 3 2 3.00

cut 3 0 0 1.00

violence 1 0 0 0.33

fire 7 1 4 4.00

leak or contact of chemicals 2 2 5 3.00

contact of abnormal temperature 0 1 1 0.67

physical education event 0 1 0 0.33

explosion 0 2 0 0.67

non-categorization 6 5 9 6.67

Total 272 291 276 279.67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일반재해를 재해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6. Analysis of loss time accident type 

Accident type 2012 2013 2014 Avg.
electric shock 75 73 36 61.33

fall beneath 602 587 598 595.67
get jammed 1,301 1,172 1,385 1,286.00

slip 2,204 2,338 2,454 2,332.00
fall 4,685 4,955 5,159 4,933.00

collapse 176 203 199 192.67
be hit 2,109 2,188 2,266 2,187.67

collision 1,086 1,067 1,148 1,100.33
be drowned 0 2 0 0.67

car accident except site 60 77 81 72.67
hypoxia 2 2 3 2.33

cut 1,354 1,261 1,315 1,310.00
violence 4 9 8 7.00

fire 59 45 51 51.67
leak or contact of chemicals 32 25 25 27.33

contact of abnormal temperature 48 43 52 47.67
physical education event 5 7 2 4.67

explosion 25 18 34 25.67
non-categorization 32 33 41 35.33

Total 13,859 14,105 14,857 14,273.68

Table 6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건축건설공사에서 가

장 많이 발생된 일반재해형태는 추락(떨어짐)에 의해 

전체 일반재해 평균 14,218건 중에서 4,933건(34.6%)의 

일반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전도

(넘어짐)으로 인해 발생된 일반재해가 2,332건으로 년

도별 평균 일반재해의 16.3%를 차지하였으며, 충돌(부
딪힘)로 인한 재해건수가 2,188건(15.3%), 절단⋅베임

⋅찔림으로 인한 재해가 1,310건(9.2%)의 순으로 발생

되었다. 앞서 분석한 사망재해 및 일반재해로 인한 재

해형태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3년간(2012~2014)간 

발생된 평균 일반재해건수가 14,273건으로 사망재해 

평균 건수 279건에 비해 약 50배에 달하고 있다. 
일반재해건수 대비 사망재해건수에 대한 비율 50:1

을 적용 및 환산하여 재해형태를 비교해 보면 추락으

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확률이 일반재해의 발생확률 보

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추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는 사망재해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음으로 일반재해 발생률 보다 사망재해가 발생

될 확률이 높은 재해형태로는 감전, 붕괴, 익사, 작업장 

외 교통사고, 산소결핍, 폭력행위, 화재,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 폭발 등으로 분석되었다.

3.4 Accident analysis by age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사망재해 및 일반재해를 

연령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

타내었다.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재해자와 사망자재해자 모두 51세부터 

55세 미만에서 가장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Analysis of death and loss time accident by age 

age cases of loss time 
accident Rank cases of death 

accident Rank

under 20 19 12 0.33 12

21~25 72 11 1.67 11

26~30 196 10 6 10

31~35 457 8 8 9

36~40 853 6 16 6

41~45 1,715 4 29 5

46~50 2,421 3 41 3

51~55 3,312 1 62 1

56~60 2,547 2 54 2

61~65 1,690 5 37 4

66~70 735 7 14 7

over 71 256 9 10 8

14,273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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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1세부터 65세까지 발생된 일반재해자 수는 

11,685명으로 일반재해자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사

망재해자 또한 279명 중에서 223명으로 약 80%가 발

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 지난 3년(2012~2014년)간 국내 건축건

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발생된 43,660건의 사망재해 

및 일반재해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7)와 본 연구에서 사망 발생률이 공통적

으로 높게 나타난 공종은 거푸집공사, 가설공사 그리

고 철골공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망 발생률이 높

은 3개의 공종 가운데 과거에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았

던 공종은 거푸집공사였으나 최근 건축건설업에서 발

생된 재해 중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은 공종은 가설공

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건축건설공사 공종별 일반재해를 분석한 결과 가

설공사에서 지난 3년간 평균 약 2,090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되었고, 다음으로 해체공사에서 1,215건, 
거푸집공사에서 1,174건 그리고 작업외 이동에서 1,122
건으로 나타나 타 공종에 비해 비교적 일반 재해율이 

높은 공종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공사의 경우 일반재해

율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율 또한 가장 높은 공종으로 

분석되었다.
3) 최근 3년(2012~2014년)간 국내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전체 사망재해건수 대비 일반재해의 건수에 대

한 비율은 1:50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설비공사, 
Elevator 공사, 전기공사, 수장공사 및 금속잡철물공사 

그리고 단열공사는 건축건설공사의 22개 공종 가운데 

일반재해 대비 사망재해를 비교했을 경우 재해강도가 

높은 공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일반재해건수를 사망재해건수에 환산하여 재해형

태를 비교해 보면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확률이 

일반재해의 발생확률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추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는 사망재해로 연결될 확

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반재해 발생

률 보다 사망재해가 발생될 확률이 높은 재해형태로는 

감전, 붕괴, 익사, 작업장 외 교통사고, 산소결핍, 폭력

행위, 화재,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 폭발 등으로 분석

되었다. 
5)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일반 및 사망재해자의 

80% 이상이 41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건설업 장년 근로자(50
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51세에서 5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가장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 장

년근로자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능력치가 비교적 장

년근로자 미만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경우 

많으므로 같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해의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육체적, 정
신적 능력을 고려한 작업배치 및 작업강도 조절 등의 

안전관리측면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타 연구와 달리 

사망재해를 포함한 일반재해에 대한 사례를 모두 분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공종별 재해분석을 위해 

참고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조사자마다 각자 부분

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다보니 일관성이 부

족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었다. 향후 동종 또는 유사 종

류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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