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국내 제조업에서의 최근 10년(2008년~2017년) 간의 화

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접촉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

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10). 그러나 

제조업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설비의 정비⋅보수작업과 

같은 비일상적인 작업 중에서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으며 그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11).

노후 설비의 정비⋅보수작업은 대부분 용접⋅용단, 

연삭 등의 화기작업이 포함되며 이러한 작업 중에는 

화재⋅폭발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2013년 3월에

는 전남 여수시 소재 ○○산업(주)에서 고밀도폴리에

틸렌(HDPE) 저장탱크(사일로) 정비 보수작업 중 폴리

에틸렌 분진이 용접불티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하는 사

고가 발생하여 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

하였다12).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의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증설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 등이 배관 내의 

유증기에 착화되면서 폭발이 발생하여 용접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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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y accidents have been occurring during welding and flame cutting work 
related to maintenance and repair as the domestic manufacturing facilities gradually 
become decrepit.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the accurate statistics and analysis data 
on accidents occurring during welding or flame cutting operations related to maintenance 
and repair of machinery and equi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atal accident cases 
of fire/explosion and asphyxiation that occurred during the welding and flame cutting work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ere collect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en, we tried to find the connection of the accidents according to the machinery/ 
equipment and the work content, and to provide the materials and measures that can be 
used to prevent the similar accidents. We collected 329 cases of the fatal accidents related 
to fire/explosion and leakage/contact of chemical substances in the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during the last 10 years (2008 ∼ 2017). Among them, 72 accidents occurred during 
welding or flame cutting were extracted and the related reports were investigated whether 
they occurred during usual work or unusual work. Also, the machinery/equipment and the 
work content related to the accident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31 cases of the fire/explosion accidents occurred during 
usual work and 32 cases during unusual work, and it was found that 9 cases of asphyxiation 
death occurred during usual work. Then,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connections of the 
machinery/equipment and the work contents related to the accidents were schematized 
into a accid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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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을 입기도 했다13).

용접⋅용단 작업 관련 사고통계가 포함된 연구를 찾

아보면 196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국내 

용접 관련 사고 326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용접 불티가 

인근 물질에 착화된 사례가 71%, 용접에 의한 직접적인 

화재가 23%를 차지했다고 보고하였다14). 또한 Chang 등

은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과거 40년 

동안의 저장탱크 관련 사고 242건의 분석결과에서 번

개에 의한 사고(80건) 다음으로 저장탱크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두 번째로 많은 3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

며 그 중 18건이 용접작업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고하

였다15).

이처럼 국내외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에 많은 재해

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에서 기계⋅설비의 정비⋅

보수와 관련된 용접⋅용단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한 구체적인 통계와 분석자료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14,16). 

그리고 산업재해를 분석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재해자

수, 발생형태, 사고원인, 기인물 등을 각각 별도로 분석

하여 각각의 통계나 분석결과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작업내용이나 작업대상 기계설비 등에 따른 

사고의 연결고리 또한 찾기가 쉽지 않다17-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국내에서 일상 또는 

비일상적인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 및 

질식 관련 사망사고 사례를 제조업 중심으로 수집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작업대상 기계설비나 작업내용에 

따른 사고의 연결고리를 찾아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사고사례 수집 및 조사

사고사례 수집 대상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접촉에 의한 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사고사례 목록은 안전보

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 시스템에서 조사⋅수집하였고,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산재요양승인신청서

에 입력된 재해개요와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최근 10년간 제조업에

서 발생한 화재⋅폭발과 화학물질 누출⋅접촉 사고에 의

한 392명의 사고사망 사례를 추출하였고, 이 중 중복된 

사고를 제외하고 329건의 사고를 검토하였다. 이들 원자

료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형태, 재해개요, 사업장 정보 등

의 사고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72건이 용접⋅용단 관련 작업 중 발생한 사

고로 분류되었고 이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2.2 사고사례 분류방법

수집된 72건의 용접⋅용단작업 관련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접촉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를 일상 및 

비일상작업, 작업내용, 사고 관련 기계⋅기구⋅설비별

로 구분하였다. 사망사고가 일상적인 작업 중에 발생

했는지 또는 비일상 작업 수행 중에 발생하였는지는 

본 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에 작업 중이었거나 사고와 관련된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내용은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G-83-2016)23)에 따라 분류하였다.

2.3 사고사례 분류기준

2.3.1 일상 및 비일상 작업

일상작업은 반복적이고, 작업방법이 일정하며, 연속

적인 공정이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비일상 작업은 보수작업, 고장 등의 이

상 대처 작업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결과 예

측이 어려운 작업 등으로 설정하였다. 일상작업과 비

일상작업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of usual and unusual work

Work Characteristic Examples

Usual
work

Repetitive, Consistent,
Continuous

Ship assembly,
Manufacturing mechanical parts

Unusual
work

Maintenance & repair,
Installation & dismantling

Regular maintenance, Irregular 
repair or cleaning, Modification of 

machinery or equipment

2.3.2 사고 관련 작업내용

본 연구에서의 사고 관련 작업내용은 사고 발생 당

시 재해자가 하고 있던 작업내용 또는 사고와 연관된 

작업내용을 의미하며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

침의 작업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분류 

Table 2.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ypes of tasks related to 
accidents

Code Code name

1 Connection and assembly of objects,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11 Welding, assembly and installation work of accessories

13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of other structures

3 Machinery and equipment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31 Machinery and equipment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32 Repair of machinery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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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Table 2에는 대분류 기준을 나타내었다.

2.3.3 사고 관련 기계⋅기구⋅설비

사고 발생 당시에 작업 중이었거나 사고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는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

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지침에 따른 기인물은 직접적으로 재해

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운동, 위치, 열, 

전기 등)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고와 

연관된 기계⋅기구⋅설비나 사고 발생 당시에 작업자

가 작업 중이었던 기계⋅기구⋅설비를 구분하기 위해 

기인물 구분표에 제시된 목록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고 관련 기계⋅기구⋅설비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기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이나 선박의 부품을 제작

하거나 조립할 때 발생한 사고는 관련 기계⋅기구⋅설

비를 수송교통수단으로 분류하였다. 기인물 분류 기준

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4단계로 구성되

어 있으며, Table 3에는 대분류 기준을 나타내었다.

Table 3. Classification criteria of machinery and equipment 
related to accidents

Code Code name

0 Machinery and equipment

1 Portable and human-powered machinery

2 Parts, accessories, materials

3 Buildings, structures, surfaces

4 Containers, supplies, furniture, appliances

5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6 Transportation

7 Human, animals, plants

8
Natural phenomena such as work environment and 
atmospheric conditions

9 Others

z Classification impossible

3. 결과 및 고찰

최근 10년간(2008~2017년) 제조업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접촉사

고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72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화

재⋅폭발 사고는 총 63건이 있었는데 일상작업 중 31

건, 비일상작업 중 32건이 발생하여 일상과 비일상 작

업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화학물질 누출⋅접촉에 

의한 사망사고는 일상적인 용접⋅용단 작업 중에 9건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작업내용별 사고 분포

작업내용별로는 Fig. 1과 같이 부속품의 용접작업 

중에 27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물이나 기계⋅기구⋅설비의 설치⋅해체를 위한 용

접⋅용단작업 중 22건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기계⋅기구⋅설비의 수리작업 중 14

건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품의 일상적인 용접작업 중에는 25건의 화재⋅

폭발 사고와 용접용 비활성 가스 누출에 의한 9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일상적인 부속

품 용접작업 중에는 2건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물이나 기계⋅기구⋅설비의 설치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 22건 중에서는 91%(20건)

가 비일상적인 작업 중에 나타났는데 구조물이나 기계

⋅설비의 설치⋅해체 작업이 대부분이 비일상적인 작

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계⋅기구⋅설비

의 수리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14건 중에

서 10건이 비일상적인 작업 중에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비일상작업 중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4건은 자동차나 

선박을 일상적으로 수리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에서 발

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 Accident distribution during welding and flame cutting 
according to the work type.

3.2 작업 대상 기계⋅기구설비별 사고 분포

작업대상 기계⋅기구⋅설비 중에서는 Fig. 2와 같이 

선박 및 그 부분품의 제작 및 수리작업이 포함되어 있

는 수상교통수단에 대한 일상적인 용접⋅용단 작업 중

에 15건의 화재⋅폭발 사고와 5건의 아르곤 질식 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포장용 용기, 꾸러

미 및 기구에 대한 비일상적인 용접⋅용단 작업 중에

는 17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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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cident distribution by machine and equipment for 
welding and flame cutting.

드럼(통)을 용접기로 절단하던 중 내부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화합물 제조 및 취급설비 관련 용접⋅용단 

작업 중에는 5건의 화재폭발 사고와 3건의 아르곤 질

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용접기 종류에 따른 사고 분포

용접⋅용단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용접기 종류별

로 구분하면 Table 4와 같이 가스용접장치에서 55.6% 

(40건), 전기용접장치에서 27.8%(20건)의 사고가 발생

했고, 화학물질 누출⋅접촉에 의한 사고는 모두 불활

성가스를 사용하는 전기용접장치에서 발생했다.

Table 4. Acciden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welding

Welding type
Fire and explosion Asphyxiation

Total
Usual Unusual Usual

Gas welding 22 18 40

Electric arc welding 5 6 9 20

Confirmation not possible 4 8 12

Total 31 32 9 72

3.4 사고내용 및 원인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철제 드럼통을 용접

기로 절단 또는 용접하던 중 드럼통 내부의 가연성 또

는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는 사고가 17건으로 가장 많

이 발생했고,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가 주

Table 5. Causes of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welding 
and flame cutting

Accident cause Usual
work

Unusual
work Total

Explosion of combustible materials inside 
the drum during drum cutting(welding) 17 17

Fire and explosion due to ignition of 
surrounding combustibles by welding sparks

9 6 15

Fire and explosion due to ignition of leaked 
flammable gas for welding

8 1 9

Fire and explosion due to ignition of 
flammable or inflammable substances inside 
the vessel or tank to be welded

2 6 8

Asphyxiation by inert gas(Argon) used for 
gas shielded electric arc welding

9 9

Fire due to the formation of an excessive 
oxygen atmosphere by supplying oxygen to 
the worker's air jacket instead of air

8 1 9

Fire of workers' clothes ignited by welding 
sparks

3 3

Fire during welding work
(Classification not possible) 1 1 2

Total 40 32 72

위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가스 포함)을 점화시켜 

발생한 경우가 15건이 있었다. 또한 용접용 가스가 밸

브나 배관에서 누출되어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9

건이 있었고, 용접 대상 용기의 내부 물질이 점화되어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8건, 비활성 가스를 사용하

는 아크용접 작업 중에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한 사고가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작업 중 작업자가 착용한 작업복 또는 옷에 불

이 붙은 경우가 12건이 있었는데 9건은 공기재킷의 배

관을 산소 배관에 잘못 접속하여 산소가 재킷에 공급

되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공기재킷에 불이 붙은 사고

였다. 이들 대부분은 공기와 산소 배관 연결 소켓이 동

일하여 작업자가 혼동하여 발생한 경우였고, 일부는 

배관 연결 작업자가 산소와 공기배관을 잘못 연결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용접기를 열처리 용도로 사용하던 중 불꽃이 가스저장

용기로 역화하여 LPG 용기가 폭발한 사례도 있었다.

3.5 사고의 연결 고리(accident tree)
Fig. 3과 Fig. 4에는 용접⋅용단작업 중에 발생한 사

고의 연결 과정을 작업내용과 작업대상 기계⋅기구⋅

설비에 따라 도식화하여 눕힌 나무형태(accident tree)로 

나타내었다. Fig. 3과 같이 일상적인 용접작업 중에는 

40건의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접촉사고가 발

생했고, 이 중 34건이 부속품의 용접⋅조립⋅부착 작

업 중에 발생하였으며, 그 중 선박 및 그 부분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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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19건으로 가장 많

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선박 및 그 부분품에 대한 

용접작업 중의 사고 19건은 용접불티가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점화시켜 화재 또는 폭발 사고로 연결된 경우(6

건), 용접용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진 

경우(5건), 아르곤 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5건), 공기재

Fig. 3. Accident tree for welding and flame cutting in usual work.

Fig. 4. Accident tree for welding and flame cutting in unusu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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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에 산소를 공급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2건), 불티

가 작업자의 옷을 점화시킨 경우(1건)로 분류되었다.

비일상적인 용접⋅용단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연

결과정을 도식화한 Fig. 4에서는 그 밖의 구조물 설치

⋅해체작업 중 가장 많은 17건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기계⋅설비의 수리작업 중에 10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구조

물 설치⋅해체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드럼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용접)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접 불티가 주위의 가연성 물

질을 점화시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6건, 용기 형

상의 용접 대상 물체 내부에 있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용접 불꽃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한 사고가 6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작업내용과 기계

⋅설비별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과거 10년간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접촉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각각의 사고는 일상작업과 비일상작업 중의 사

고로 분류하고, 사고와 연관된 작업대상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내용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국내 제조업에서 용접⋅용단 작업 관

련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는 

일상작업 중 40건, 비일상작업 중 32건이 발생해 일상

작업 중에 더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선박 관련 일상적 용접⋅용단작업 중에 발생한 

20건의 사고를 제외하면 선박 관련 업종을 제외한 일

반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비일상적인 용접⋅용단작업 

중에 더 많은 화재⋅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 또는 

기계⋅설비의 설치⋅해체⋅수리작업을 위한 용접⋅용

단작업 중에는 특히 화재⋅폭발 사고에 유의하여야 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용접⋅용단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작

업내용과 작업대상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연계성을 

도식화하여 나무형태(accident tree)로 나타냄으로써 제

조업에서의 용접⋅용단 관련 작업이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작업 대상 

및 종류별로 산재예방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조업 사업장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작업자

의 소속 사업장이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보고서가 없

는 일부 사고사례의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추

가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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