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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timated on-site accident rate in Forestry is relatively high. According to 

statistics of the accident, in the recent 5 years, from 2014 to 2018, forestry accidents 

have resulted in 98% of injuries and 87% of fatalities. Especially, there are significant 

geographical constraints to access to the scene in case of an accident. Even though 

the capacity of first aid capacity is notably emphasized its importance to minimize the 

scale of damages, the relevant employees have been educated only basic first aid, 

which is not considered circumstances or geographic limitations, by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direction for a 

forest emergency service system to increase forestry workers’ survival and prevent 

secondary injury through securing ‘Golden Time.’ This study conducts analyz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ttings as well as looking 

at several concerned accident cases. The outcome of analysis presents an issu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onsite first aid in forestry and existing risk factors 

depending on the working process. Finally, we suggest two ways to improve the 

forest emergency service that are 1) an appropriate curriculum and kit for forest first 

aid; and 2) a system for emergency transfer through sharing information between 

National Fire Agency (NFA)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center, and emergency and 

rescue mission using helicopter from NFA and Korea Forest Service. 

Keywords : Forestry safety, Emergency service system, First aid, Lu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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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응

급대응체계는 재해자의 생명을 구하고 증상의 악

화 및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

동이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에 충분한 교육과 사고유형별 응급대응체계가 갖

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임업은 인적, 물적, 환경적 

요소로 인해 관련 교육은 물론 적절한 대응체계조

차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임

업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산림 내에 위치해 

있어 응급대응기관의 접근이 어렵다. 또한, 종사자

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대응

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보｣[1]에 

따르면 2017년 임업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군 중 

2번째로 높은 1.36% (국내 전체 산업 평균 재해

율 0.48%) 으며 사망만인율은 1.93% (국내 전

체 산업평균 사망만인률 1.05%)로 전체 산업 중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업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업 사고 중 재해

자의 98%가 사고로 인한 것이며 사망자의 경우

도 87%가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1.). 

Year
injury death

accident disease accident disease

2014 1,676 20 33 1

2015 1,593 34 15 1

2016 1,400 44 9 4

2017 1,093 31 13 3

2018 1,018 23 10 3

Table 1. The number of injury and death in forestry

이와 같이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재해 발생률이 높은 임업 재해의 특성상 적절한 

응급처치와 응급대응체계는 사고의 크기를 감소시

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응급대응에 관한 교육 

및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업 작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고의 피

해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 국내외 응급처치교육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지상 및 항공(헬기)을 이용한 응급대응에 관한 국

내 관련법 및 제도, 사고사례를 분석하 다. 연구

의 결과는 임업 사고 발생 시 재해 크기를 감소시

키고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외 관련 법 및 제도

2.1 임업 종사자의 구성

임업 근로자는 크게 림단 소속 근로자, 지자

체 등에서 운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소속 없이 사업별로 고용되는 벌목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사고 위험이 높은 숲 가꾸

기, 벌목 등의 사업은 림단에서 사업을 위탁 또

는 대행하고 있다. 림단은 산림청 소속의 국유

림 림단과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소속의 

민유림 림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림 림단은 산림청의 주요 사업 중 조림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사업을 운 하고 

있다. 국유림 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여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운

하도록 하고 있다[2]. 민유림 림단은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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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민유림을 대상으로 한 

벌목 등의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사업을 운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국유림 림단은 소속 인력 중 산림경 기술자 

기능 2급 이상 60%(10명 미만의 경우 50%) 이상

이여야 하며 림단 단장은 기술 2급 이상을 소

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유림 림단의 경우는 산

림경 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이 60% 이상(10명 미

만인 경우 50%)이여야 하면 림단 단장에 대한 

기술자격 요건은 없다. 

산림경 기술자 기능 2급 등의 임업과 관련된 

기술 자격증은 국가 인증을 받은 산림조합에서 운

하고 있는 임업기술훈련원, 임업기계훈련원, 임

업기능인훈련원에서 교육 및 국가자격시험 등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각 훈련원은 동일한 교육과

정을 운 하고 있으며 응급처치교육은 각 교육 과

정별 0.5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2.2 응급처치 및 대응교육

임업의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리감독자와 안

전⋅보건 관리자이며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은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

임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사자와 관리감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림단장 또는 현

장책임자가 임명된다. 임업 종사자에 대한 법적교

육인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숲 가꾸기 사업을 수행

하는 국유림 관리소 또는 지자체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업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선임과 인원수를 명시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안

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

으며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담당

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업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20인 미만 사업장

의 수가 전체 임업 사업장수의 약 93%, 근로자수

는 약 58%를 차지한고 있다. 또한, 재해자수는 

87.1%, 사망자수는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임업은 법적인 측면에서 안전관리자의 부재와 사

업장 규모의 세화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이 취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응급대응 측

면에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3 지상 및 헬기를 이용한 응급대응

지상을 통한 응급대응은 119 신고를 통한 119 

구조구급대원들의 현장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임업의 경우 작업현장이 

대부분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이 어렵고 

작업 현장은 굉장히 광범위 하고 단독작업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아 응급대응인력이 정확한 사고

Type Institution Site

national forest 
units of forest 
craft workers

Korea Forest 
Service

national forest

non-national forest 
units of forest craft 

workers

County 
forestry 

cooperatives non-national 
forest Forestry 

Corporation

wood cutters -

Table 2. Type of forest craf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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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찾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Fig 1.). 또한, 현장에서 구비하고 있는 응급키트

의 경우 대부분 연고, 1회용 밴드, 붕대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자 발생 시 활용하

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Fig. 2). 

헬기를 활용한 응급대응의 경우도 현 응급대응

체계에서는 적절한 응급이송수단이 될 수 없는 것

이 현실이다. 소방청에서는 지자체별 소방항공구

조구급대 운  규칙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119 신

고 후 인근 소방관서로 신고를 하게 되고 인근 

119 안전센터에 출동요청 후 구조구급대원들이 

현장출동, 현장응급처치, 병원 이송 과정으로 진행

된다. 

이러한 사고대응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하여 구

조/구급 요청을 할 수 있다. 헬기 요청은 119 구

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응급의료취

약지역인 경우(진료권 설정과정에서 진료권 중심

지역과 인접하지 않거나 교통거리 30km를 초과하

는 경우), 중증외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송

예상거리가 30Km 이상이거나 이송 예상 소요시

간이 1시간 이상이고 헬기이송이 가능한 경우에

는 장거리 이송에 의한 구급차 공백을 막고 반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 헬기 이송 요청을 하도록 하

고 있다[3]. 

즉, 지상의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파악 후 항공구조구급대의 헬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상 구조구급대원들의 현장 이동시간, 헬

기 요청 후 준비시간(약 30분) 및 이동시간을 감

안한다면 현 시스템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2.3.1 중대재해사례분석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60건에 대해 분석하 다

[4]. 응급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에

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이다. 

이에 사고사례분석에서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인근

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에서 사고현장, 사고현장

에서 종합병원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포털사이

트 네이버 지도)을 분석하 다. 또한, 응급대응이 

이루어지는 시기 및 이송시간에 향을 미치는 요

소를 분석하기 위해 응급이송수단 및 최초 응급처

치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사고 발생 시 운송 수단을 보면 60건 중 119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이 39건이 으며 헬기 이용

이 1건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

다. 기타 18건은 현장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

거나 응급처치 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Fig. 1 logging site in Gangwon-do Province 

Fig. 2 emergency kit of National forest units of 

forest craf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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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ider frequency

co-worker 22

119 ambulance crew 30

etc. 8

Table 3. Emergency transportation method

응급운송차량이 119 구급차가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고 현장의 응급처치가 50% 이상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119 안전센터에서 사고현장, 사고현장에서 인근 

종합병원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약 41.75km, 평균

시간은 54.83분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의 경우 

30분 미만인 경우가 22건이 으며 60분 이상인 

경우는 12건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3 A case of emergency transportation route 

transportation time(min) frequency

< 30 22

30 =< < 60 22

>= 60 12

Table 4. Emergency transportation time

중대재해사례에서 비록 가장 인근에 있는 종합

병원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 지만 재해자의 

상태에서 따라서는 전문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송거리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2.4 선진국 응급대응체계

국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종사자 수), 저/고위험 

직종의 분류에 따라 현장에 응급대응자(First aider)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First Aid at 

Work (FAW)과정과 Emergency First Aid at 

Work(EFAW)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을 받

고 응급대응자로 선임된 응급대응자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

급처치키트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사업장의 규모, 저/고 위험 직종에 따라 응급처치

의 키트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Category of 
Hazard

Number of 
employees

Number and Size of 
First Aid Kits

Low Hazard: 
Shops, Offices, 

Libraries etc

< 25 small size kit 

25≤ <100 medium size kit 

100 ≤
1 large size kit (per 

100 employees)

High Hazard:
Light 

engineering 
and Assembly 
work, Food 
Processing, 

Warehousing, 
Extensive 

Work with 
dangerous 

machinery or 
instruments, 
construction, 

chemical 
manufacture 

etc. 

< 5 small size kit

5≤ <25 medium size kit

25 ≤
1 large size kit (per 

25 employees)

Table 5. First aid kits of HSE[5]

이러한 교육과정과 함께 국 산림위원회(Forest 

Commission)에서는 임업작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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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처치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EFAW 과정에 F 과정에 추가된 것으로 단독 작업

일 경우와 2명이상 작업 할 경우로 구분하고 있

다. 교육과정에서는 현장/개인/차량 응급처치키트

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OSHA)에서는 First aid 

교육과 CPR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응급처치교

육은 응급처치정의, 관련법, 기초해부학, 환자평가, 

상해별 응급처치, CPR 교육 등을 포함하여 총 10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처치키트는 총 

15개 구성품을 제시하고 있다[6]. 

3. 고 찰

3.1 임업 응급키트 및 응급처치 교육 제

도화

중대재해사례분석과 국내외 법 및 제도 분석을 

보면 현장에 응급대응인력이 도착하는데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응급대응인

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재

해자의 생명을 구하고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가장 

우선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임업 현장에 비

치되어 있는 응급구조를 위한 기구 또는 의약품들

로는 현장의 응급처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업현장에 비치해

야 할 응급구조키트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응급처치키트가 현장에 비치되더라도 사용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

하기 위해 근로자와 현장관리책임자 교육 시 응급

처치교육에 규정된 응급처치키트로 교육을 실시하

고 소방서에 응급처치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처치키트에 대한 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은 현재 소방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통화 또

는 음성통화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응

급처치키트를 활용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다. 

3.2 응급대응시스템 구축

임업 작업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응급구조인력

이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재해자의 상태에 따

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 유형에 따

라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

축되어야 한다. 또한, 임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

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제

공함으로써 119 구조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의 접

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위치에 따라 헬기

를 이용한 응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

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응을 통

해 재해자의 생명을 구하고 임업의 사고크기를 감

속시키는 위해 임업에 적합한 응급키트 및 응급처

치교육제도화 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임업 사고

에 적합한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현

장작업 장소 및 개인의 질병이력에 대한 정보, 사

고유형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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