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안전보건공단의 2016년 산업사망재해 비교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수 1,777명 중 건설업에서 554명

(31.18%)으로 가장 많은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2015

년에 비해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0.29‱p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별 업무상사고 사망재해자 

역시 전 산업에서 건설업이 499명(51.50%)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1). 건설업은 전 산업에서 가

장 많은 중대 재해를 발생시키는 산업이므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국내 건설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고용

노동부 관할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국토교통부 관할의 

건설기술진흥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

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술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되었다. 실질적으로 건설

기술진흥법은 구조물의 시공 중 안전을 대상으로 하

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2) 

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중대 건설재해 감소

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전예방

형”, “발주자”라는 두 개 핵심키워드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사전예방형 안전관

리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사고 분석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때 국내 건설 산업의 발주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사고의 직접적 원

인을 구조물 및 비구조물로 구분하였다. 또한 근본원

인을 분석할 수 있는 사고 분석 기법과 기존 사고 자료

를 바탕으로 한 사고원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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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licated controls, lack of communication system of risk information, and relative 
position error of controller an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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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사고원인 분석 모델

일반적인 사고란 위험요인에 비해 근로자가 취약성

이 높으면 발생된다. Fig. 1에서와 같이 근로자(Asset)

가 위험요인(Hazard)에 노출(Exposure)되면 사고가 발

생한다3).

Fig. 1. Risk based on Asset, Exposure and Hazard. 

일반적인 재해 감소 방법은 Fig. 2와 같이 1)위험요

인제거, 2)노출감소, 3)취약성 감소 순으로 진행된다. 

재해 감소 방법에 있어 위험요인 제거가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는 위험요인 자체가 제거 되면 더 이상 재해

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취약성 감소 방법은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

해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인 

재해 감소 방법이 된다4).

Fig. 2. Risk management priority4).

과거에 경험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세움

으로 유사하거나 같은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5) 하지

만 현재 사고원인 조사 보고서는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업에서의 사고분석은 작업 현장이 넓고 다양한 공

종이 진행되어 일반적인 사고분석 모델을 통해서는 분

석하기 어렵다. 현재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사고원인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2.1 기존 사고 원인 분석 모델

일반적인 사고 원인 분류는 도우허티의 산업재해 원

인구조 및 밀러의 산업재해 발생 경로를 따른다. Fig. 3

에서와 같이 도우허티와 밀러는 사고원인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a) Dougherty’s structure of cause of industrial accidents6).

(b) Miller’s path of industrial accidents7).

Fig. 3. Process of Accident.

Whittington et al.8)는 경영 의사 결정과 부적절한 관

리 통제가 건설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사고 원

인을 개인 오류, 현장 관리, 프로젝트 관리 및 정책 실

패로 단순화 시켜 분류하였다. 

Akhmad Suraji et al.9)의 건설업 사고 원인 분석 모델

은 사고 원인을 근거리 요인(Proximal Factor)과 원거리 

요인(Distal Factor)으로 분류하고 있다. Fig. 4와 같이 

원거리 요인은 건설현장 외부에서 발생되는 요인이며 

근거리 요인은 현장에서 또는 근방에서 발생되는 요인

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사고 발

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anagiotis Mitropoulos et al.10)은 Rasmussen의 모델11)

과 이전에 개발되어진 건설사고 원인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건설업의 사고 발생 원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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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straint-Response Model9).

Fig. 5. Accident causation model10).

5에서 보듯이 사고에 대해 시스템적 관점으로 접근하

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실무자에게 

제공 한다. 개발된 사고 원인 모델은 사고 발생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모델변수 및 예방 전략으로 분류하

여 인과 관계와 피드백 루프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연

결된 화살표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표기하여 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표시하였다10).

Nancy G.Leveson et al.12)은 시스템이론과 시스템 사고

를 기반으로 하여 사고 인과 관계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STAMP(System-Theoretic Accident Model and Processes)

는 건설 사고에 특화된 모델은 아니지만 단순히 구성요

소의 고장뿐만 아니라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도 포함

하여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스템이 복잡하

게 연관되거나 인간행동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Tariq S. Abdelhamid et al.13)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을 통하여 사고

의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다.

Fig. 6. Accident Root Causes Tracing Model. 

2.2 사고 원인 분석 모델 개발 및 사고분류

Akhmad Suraji 모델9)에서는 사고원인을 근거리

(Proximal Factor)와 원거리 요인(Distal Factor)으로 구분

하였으며 각 원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원하지 않는 사

고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

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변형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롭게 작성된 사고 분석 모델에서는 건설현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과 현장 내부에서 발생

하는 시공 상 원인이 상호작용 하여 사고 발생 조건이 

충족 될 시 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 및 비구조적 원인

에 의한 사고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Fig. 7).

또한 각 요인 간에 근로자의 상태 및 근로자의 부적

절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국내 건설안전

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모두 연관되어 있

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점검 시 인적 피해에 관해 주로 

점검하며 국토교통부는 구조물 자체의 안전 점검을 실

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을 감안

하여 각 부처 별 점검 사항인 구조적, 비구조적 원인으

로 사고를 분류하였으며, 이에 사고원인을 “구조적 원

인에 의한 사고”, “비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로 구분

Fig. 7. Cause of constructio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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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accident

Main category Sub category Description

Structure
related

Permanent 
structure

Accident caused by damage of 
permanent structure

Temporary 
structure

Accident caused by damage of 
temporary structure

Construction 
equipment

Accident caused by construction 
equipment

Ground Accident caused by ground

Non-Structure
related Non-structure Accident caused by simply unsafe act

하였다. 즉 사고원인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구조물 자체의 붕괴가 발생되어 발생한 사고는 구조적 

문제로 분류하였고 구조물이 아닌 그 밖에 발생한 사

고에 있어서는 비구조적 문제로 분류하였다. 분류에 

따른 각 내용은 Table 1과 같다.

현장 외부 원인인 근본적 원인에는 사회문화, 정부

의 정책, 발주처/청, 설계, 건설사업 관리, 시공, 근로자

의 상태가 해당된다. 현장 내부 원인이 시공상에는 계

획상 문제(Level I) 및 관리상 문제와 이에 영향을 받는 

부적절한 시공, 현장조건 및 부적절한 근로자 행동

(Level II)으로 구분되고 시공상 원인은 근본적 원인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 Level별 요인과 대책

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 of analysis of cause in construction Site(example). 

Level I

Problem of 
plan

Operation plan Management procedures

Safety plan Management procedures

Structural design Management procedures

Problem of 
management

Site Condition eEvaluation Management procedures

Supervision of workers Management procedures

Structural management
(Including quality) Management procedures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Management procedures

Education/ Training Management procedures

Lack of risk information delivery 
system Management procedures

Level II

Inappropriate 
construction

Law/Standard Non-Compliance Management procedures

Operation Procedure Problem Worker training

Inappropriate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 procedures

Inappropriate
site condition

Unconsiderable weather condition Management procedures

Ground condition Management procedures

Inappropriate 
worker 

behavior

PPE Related problem Management procedures

Operation procedure ignore Worker training

Carelessness Worker attitude

Error of judgment Worker training

Ignorance Worker attitude

2.3 컨트롤 모델

건설업에서 안전 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수정된 Suraji 모델외에 시스템 안전에서 사용

되는 컨트롤 모델14)을 변형하여 Fig. 8와 같이 제시한

다. Fig. 8에서 Controller나 Player는 건설 안전관계자 및 

관계 요소를 나타내며, 각각 상대적 위치를 갖게 된다. 

Controller는 Player를 Control하며 Player는 Controller에

게 Feedback을 제시한다. Fig. 9에서와 같이 시공사는 

발주청과의 관계에서 Player의 역할을 하지만 하수급업

체 관점에서는 Controller가 된다. 위와 같이 컨트롤 모

델에서는 각 요소들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요소

들 간의 상대적 위치를 갖게 해주며, 정보 제공의 관계

를 통해 Control 및 Feedback을 제공한다. 즉 컨트롤 모

델에서는 각 요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컨트롤 모델에서 발생 가능한 사

고 요인 및 대응 방안은 Table 3과 같다. 

Fig. 8. Control model.

Fig. 9. Construction industry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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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nd countermeasures for accidents in the 
control model(example).

Unit/Function Problem Countermeasure

Controller

Intentional violation Enforcement

Lack of ability Education, 
technology

Player

Intentional violation Enforcement

Lack of ability
Education, 
technology

Control

Giving improper instructions or 
information

Enforcement,
education, 
technology

No instruction or information

Feedback
Improper information 

No information 

Other 
problems

Multiple controllers give duplicated/ 
conflicting instructions or information Revision of 

regulation
Controller is located higher than player

3. 사고사례분석

3.1 사고 분류 및 원인분석

2016년 건설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 정보(산업재해보

상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모델로 분류한 결과 총 520

명 사망자 중 구조적 원인 72명(13.8%), 비구조적 원인 

448명(86.2%)으로 Table 4와 같이 분석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5건의 COSMIS

(건설안전정보시스템)자료15)를 바탕으로 사고원인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사고 경향과 사고원인을 도출하였다. 

본 사고조사 자료는 전수조사가 아님으로 신뢰성이 제

한적이나 사고 경향 및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가시설물, 목적물, 기계, 

지반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사고 별 피해는 Table 5와 

같다. 사고 당 사상자수는 구조적 원인이 2.56명으로 

비구조적 원인 1.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사고 당 사망자 수 역시 구조적 원인 

0.65명 비구조적 원인 0.33명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Table 4. Accident classification of 2016 fatality injuries

Main category Sub category Work related 
deaths

Ratio

Structure
related

Permanent structure 24 4.6%

Temporary structure 32 6.2%

Construction equipment 7 1.3%

Ground 9 1.7%

Total 72 13.8%

Non-structure
related

Non-structure 448 86.2%

Total 448 86.2%

Table 5. Injuries per accident

Main category Sub category
Number of 
accidents

Casualties 
per accident

Death toll 
per accident

Structure
related

Permanent 
Structure 18 4.33 0.80

Temporary 
structure 39 1.56 0.44

Construction 
Equipment 15 4.20 1.40

Ground 13 1.91 0.45

Total 85 2.56 0.65

Non-Structure
related

Non-structure 90 1.20 0.33

Total 90 1.20 0.33

Table 6. Accident causes based on COSMIS 

Classification

Main Category Structure
Non-

Structure

Sub Category Permanent 
Structure

Temporary 
structure

Construction 
Equipment Ground Non-

Structure

LEVEL I

Problem of 
Plan

Operation Plan 3 10 2 1 6

Safety Plan 1 8 2 1 7

Structural Design 7 10 1 1 2

Problem of 
Management

Site Condition 
Evaluation 

3 2 2 2 7

Supervision of Workers 0 3 0 0 1

Structural 
Management(Including 

Quality)
6 7 0 0 1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0 0 7 1 0

Education/ Training 1 1 0 0 2

Lack of Risk 
Information Delivery 

System
0 1 1 1 11

LEVEL II

Inappropriate 
Construction

Law/Standard 
Non-Compliance 0 10 0 0 0

Operation Procedure 
Problem 3 8 3 2 7

Inappropriate Working 
Environment 0 3 0 1 8

Inappropriate 
Site 

Condition

Unconsiderable Weather 
Condition 2 1 4 5 2

Ground Condition 0 0 8 13 0

Inappropriate 
Worker 

Behavior

PPE Related Problem 3 3 2 0 11

Operation Procedure 
Ignore 0 2 0 0 11

Carelessness 1 3 0 0 44

Error of Judgment 0 1 1 0 6

Ignorance 0 0 0 0 0

다. 이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는 근로자 개인의 실

수와 관련된 비구조적 원인과 다르게 다수의 근로자가 

위험요인(구조물 붕괴)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어 사고

의 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COSMIS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은 중복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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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시공상 원인은 Table 6과 

같이 분석되며, 목적물 및 가시설물 관련 사고의 경우 

구조적 관리(품질 포함), 건설기계 및 지반의 경우 지반 

상태 관리/점검 부족, 비구조적 사고의 경우 위험성 정보 

전달 문제가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기술은 목적물 

및 가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관리 및 점검을 위한 기술, 

건설기계와 지반의 경우 지반조건 평가 기술, 비구조물의 

경우 위험정보전달체계 기술로 판단된다. 

3.2 컨트롤 모델을 통한 사례분석

컨트롤 모델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된 2건의 사고

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고는 인천조달청 비축창고 신축공사 PEB 

건축물 골조 붕괴16)이다. 이 사고는 PEB 주부재를 설

치 후 가조임을 하고 솟을지붕과 중도리 및 캐노피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PEB 주부재가 비틀리면서 

가조립 상태였던 PEB 건축물이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었던 근로자1명 사망, 4명 부상을 입었다. 해

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험전달체계 부족 및 

안전교육 실시 미확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상 원

인 중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Fig. 10

에서는 감리와 하수급 업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

식화 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

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17)에서 명시된 ‘시공

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재

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에 대해서도 이

루어지지 않았고 감리와 하수급업체의 PEB에 대한 구

조적 지식이 부족하였다.

Fig. 10. Lack of feedback and knowledge. 

Fig. 11. Lack of feedback. 

Fig. 11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

전교육)”18)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담당자는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이를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미루는 경우 발생하였다. 

이 경우 교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두 번째 사고 사례는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붕괴사

고19) 이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탑

다운 공법으로 지하층을 공사 중 지하 5층 바닥 콘크

리트를 타설하다 엄지말뚝에 용접된 브라켓의 파단으

로 인하여 브라켓에 얹혀있던 베개보와 철골보가 내려

않으면서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슬래브 상부에서 타

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12명 중 1명 중상, 10명 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시공상 원인과 근본적 원

인 두 가지의 문제가 모두 발생되었다. 우선 시공상 원

인에서는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졌어야 하나 중복

적인 문제 및 구조물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한 근본적 원인에 있어 발주처

와 시공사가 동일 계열사임으로 감리사는 적절한 감리

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건설현장 내의 근본적 

원인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Fig. 12와 같이 컨트롤 모델로 분석한 결과 용접공의 

품질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이를 확인 및 검측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또한 용접공의 확인 및 검측에 대한 요

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이상의 유사한 

Fig. 12. Duplicated control and lack of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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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Wrong positioning of player and controller.

Fig. 14. Missing feedback.

Control로 인한 문제를 도식화하면 Fig. 12와 같다. 중

복된 Control로 인해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

으나 서로 작업에 대한 확인 및 검측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히려 Control의 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를 공사한 발주처와 시공사 및 

감리에 대해 컨트롤 모델을 도식화 하면 Fig. 13과 같

다. 일반적인 경우 감리사는 발주처에 의해 선정되어 

시공사를 감리해야 하나 해당 공사의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가 같은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어 원활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Controller와 Player의 상

대적 위치의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없다. 

또한 Fig. 14와 같이 설계사와 시공사는 위험성 정보

와 시공 현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안전한 건

설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본 사고에서는 설계사의 능

력 부족 및 시공사의 현장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발생

되었다. 

4. 결 론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업 사고 사망자를 직접 

원인으로 분석한 결과 구조적 원인은 13.8%, 비구조적 

원인은 86.2%를 나타났다. 구조적 원인에 대한 사고는 

비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으

나 사고당 사상자수가 구조적 원인(2.56명)이 비구조적 

원인(1.2명)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리스크 

인지 측면에서의 사고는 정량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국

민다수의 감정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저빈도-고강도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

고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까지의 건설업 사고 저감은 비구조적 원인이 다수의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비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 

사고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교육 및 관리적 대책 외에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물적 사고

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점검 및 관리(품질 포함)와 지

반 상태 관리/점검 기술, 비구조적 사고의 경우 위험성 

정보 전달 체계 제공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컨트롤 모델을 통한 사고 분석 결과 주된 문제점은 

Controller와 Player의 이행 확인 부재, 중복된 Control에 

의한 Control 기능 상실, 근로자간 위험정보 전달 체계 

부족, Controller와 Player의 상대적 위치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인 이행 확인 방

안을 마련해야하며, 제도적 정비를 통해 중복 규제 및 

명확한 역할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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