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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duty to report and investigate major elevator failures has expanded due to the total amendment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more important information on major elevator failures that 

have been partially identified has been collected. As of 2019, the number of elevators in Korea exceeded 

700,000, making it the eighth-class elevator powerhouse in the world, but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casualties due to accidents and breakdowns. An Seung-gang-gi is a term that encompasses an elevator 

that moves vertically and an escalator that moves horizontally. It is an important means of transportation 

for most citizens that are encountered almost every day in daily life, and it is also necessary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enables the construction of skyscrapers. And it seems that its importance will never 

diminish in the future. Major elevator failures are the main cause of dispatch when accumulating the 

number of 119 dispatches, an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s high. It's a shame. According to Heinrich's 

Law, 300 minor signs and danger phenomena precede, 29 minor accidents and 1 major accident. Accidents 

caused by elevators are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stallations, and the 

damage is threatening the valuable lives and property of users and workers in related fields due to fatal 

risks such as death and serious injury. Elevator safety management can achieve its purpose only when it 

is managed with the usual interests, awareness of safety, and full efforts of the users, workers, and the 

government concerned.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2019 data notified to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on major breakdowns improved after the revision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and a total of 8,256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 version, a statistical analysis tool,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technical statistics. Proceeded. Through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obtain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data to prevent serious elevator safety accidents from occurring, an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related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can be effectively operated 

to prevent serious failures. In addi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expect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Keywords : Seungganggi, Major elevator failur, Elevator Safety, Data analysis.

1. 서 론 

지난 2018년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승강기 

중대고장에 대한 보고·조사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부분적으로 파악되었던 승강기 주요고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수집하게 되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가 70만대를 넘어서면서 세계8

위 수준의 승강기 강국이 되었지만 그로인한 사고와 고장

†Corresponding Author :Beom-Sang Kim,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Seongan-ro 163, Gadong-gu, Seoul, E-mail: kbs4550@koelsa.or.kr 

Received: August 23, 2020; Revision Received: September 10, 2020; Accepted: September 21, 2020



24 승강기 중대고장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시사점 도출 김 범 상·박  범

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승안법 제

2조(정의) 2호에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

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

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를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승강

기의 종류) 제1항에는 1호 엘리베이터, 2호 에스컬레이

터, 3호 휠체어리프트의 3가지 구분되어 있고 제2항에 따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승안법 시행규칙[별표1]에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6가지(전기식·유압식엘리베이터, 에

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수직형·경사형휠체어리프트) 용도

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18가지(승객용·전망용·병원용·

장애인용·소방구조용·피난용·주택용·승객화물용·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승객용·장애

인용·승객화물용에스컬레이터, 승객용·승객화물용무

빙워크, 장애인용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로 구분되어있다. 승강기는 수직이동방식

인 엘리베이터와 수평이동방식인 에스컬레이터를 포괄하

는 용어이며,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접하게 되는 대다수 

국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고 초고층빌딩의 건설을 가능

하게 하는 교통수단의 역할도 하고 있어 그 필요성과 중요

성은 앞으로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중대고장은 119 출동건수를 누적집계 할 때 주

요 출동원인으로 그 발생 빈도가 높으며 주요 분류유형인 

갇힘사고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 동안 1만 

6160건이 발생하였으며 연 평균 3000여건 이상 발생되

는 수치이다. [1]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승안법) 제48

조2항에 의하면 승강기 중대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

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대한 고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55조에 따라 발

생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승강기공단)에 통보하도

록 의무화 되어있다.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된 중대

한 고장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5가지로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

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

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

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

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

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방향으

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번의 사소한 징후와 위험

현상이 선행되고 29번의 작은 사고와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된다고 한다. 승강기로 인한 사고는 설치대수의 증가

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피해는 사망과 중상 

등 치명적인 위험성으로 이용자와 관련분야 작업자의 귀

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평

소의 관심과 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련 이용자, 작업

자, 정부의 전면적인 노력으로 관리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개선된 

중대고장에 대해 승강기공단에 통보된 2019년 자료를 바

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총 8,256건의 자료를 통계분석도구

인 SPSS 21 버전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심각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

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관리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중대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

과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설계

2.1 선행연구

Seong 등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해 4차 산업혁명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현장의 

기초데이터 등과 사고·고장데이터를 이용한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안전보건시스템은 

스마트센서를 통해 수집된 산업현장 및 안전관리현장의 

안전보건정보가 빅데이터로 처리 및 분석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보건의 예방에 활용되는 흐름으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2]

Jeong 등은 사고유형 분석에 의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

이터 재해예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승강기의 사고발생 원

인은 설비의 결함, 관리자의 관리소홀, 이용자의 과실, 구

조적·환경적 요인 등이 있으나 사고조사 통계분석 자료

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 과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비중이 69.1%이고 상해정도는 중상 이상이 

약 70.1%, 종류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69.1%가 발

생되고 판매영업에서 약 7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

였다.[3]

Kim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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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공간 중심으로.에서 승강

기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

고 첫째, 지하철 ES 이용자들이 안전사항을 자연스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ES경고문의 통일화 제안 및 이용자들

의 시선에 맞는 위치의 제안. 둘째, 안전수칙 미수행의 위

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이렌 설치의 제

안. 셋째, 손잡이를 잡지 않는 심리적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스티커 부착 제안. 마지막으로 뛰거나 걷는 

심리적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ES진행방향에 흥미로운 볼

거리 제공을 제안 하였다.[4]

Kim 등은 엘리베이터 사고예방을 위한 승강기 부품의 

최적 수명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승강기의 노후화 비율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매년 3만

대 이상의 승강기의 리모델링 및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

고 노후된 부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료 부족으로 교체시

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5]

Feng Shuangehang 등은 Analysis of the hidden 

danger for old elevator safety.에서 노후화로 인한 엘

리베이터 브레이크 클립스프링 파손과 승장도어록 전기적 

접점의 마모 및 텐션이상 그리고 메인로프쪽 장력조절스

프링 파손의 3가지 위험성에 대해 경고 했다.[6] 

선행연구에서는 승강기사고에 대한 연구와 노후에 대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고·고

장데이터를 이용한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기술적 발

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승안법에서 규

정한 승강기 중대고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방적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중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및 모델

본 연구는 지난해(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승강

기 중대고장에 대해 승강기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징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9년 한해 동

안 발생된 승강기 중대고장은 총 8,256건으로 2019년1월

1일에서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했으며 승강기공

단에 접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

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통해 승강기 사용 기간, 

계절, 승강기 종류, 고장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각각의 상관관

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발생시간대 및 발생 지역을 분

석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연구방법을 모델로 도식화하면 먼저 2019년 발생된 중

대고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

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승강기이용자 및 승강기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정리하고 정부의 승강기안전관리 정책수립의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Figure 1] 

[Figure 1] Elevator major failure analysis Model

3. 연구 결과

3.1 승강기 종류별 중대고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를 시행령에 따른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로 각

각 분석하였으며 2019년말 기준 국내 승강기 대수는 

734,665대[7]이며 엘리베이터 694,556대(94.50%), 

에스컬레이터 35,968대(4.90%), 휠체어리프트 4,141대

(0.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발생된 중대고

장 8,256건 중 엘리베이터 8,232건(99.71%), 에스컬레

이터 23건(0.28%), 휠체어리프트 1건(0.01%)이 발생

하였으며 중요비중을 차지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설치대

수 비중보다 5.21% 높은 수치이며, 정옥남 외 3인의 연구 

등 승강기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 등에서[3] 분석된 전체 

중대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스컬레이터 사고 

비중(69.10%)과 비교 할 때 특이점을 나타낸다. 즉 승강

기 관련 중대사고는 설치대수 대비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

고 발생비율이 높으나,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관련 고장 

발생비율이 상당히 높게 분석 되었다. 

3.2 승강기 사용기간별 중대고장 분석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장

치로써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나면서부터 급격한 노후가 진행되어 유지관

리 상태에 따라 20∼3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기계장치

이다. 승안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①항 3호 ‘정

밀안전검사’의 경우 최초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실시하는 안전검사 제도로써 승강기 노후에 따

른 사고와 고장의 발생 위험도를 저감하고 안전하게 관리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2019년 발생된 승강기 중대고장을 분석하

였더니 이러한 노후로 인한 위험성을 실증 할 수 있었다. 

또한 보통의 기계장치에서 발생되는 욕조곡선(Bath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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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을 실증 할 수 있었다. 중대고장이 발생된 승강기

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기간을 승강기공단 자료에

서 분류한 사용개월 단위로 1개월 미만에서 최대 631개

월(52년7개월)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년 

미만에서 큰폭의 수치를 보였으며 설치 후 3년 동안 발생

비율이 높았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기고

장기간(Burn-in Period)은 욕조곡선에서 기계나 기기의 

사용초기에 안정화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고장의 형태로 

승강기의 경우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아

니라 건설현장에서 설치되면서 완성되는 일반제품과 다른 

특징적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한 점 때문에 더욱 그 모양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Figure 2] 

[Figure 2] Number of failure due to Use

승강기 중대고장에 대한 사용기간별 분석을 통해 설치

작업의 품질관리 필요성과 2년 이하의 안정화 기간 동안

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갇힘 고장 등의 발생빈도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승강기 설치작업에 대한 표준화 된 매뉴얼 제

작과 그에 따른 작업자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최

근의 승강기 설치현장 작업자 인력부족으로 인한 미숙련 

기술자 및 외국노동자들의 투입으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사용기간별 중대고장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더

니 주요 3가지 원인으로 부품이상(3,019건/ 36.57%) 조

정불량(2,244건/27.18%) 이물질 끼임(1,523건/18.45%)

순으로 나타났다. 36개월(3년) 미만에서는 조정불량-부

품이상-이물질 끼임 순으로, 이후부터 360개월(30년)까

지는 부품이상-조정불량-이물질 끼임 순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Figure 3] 

 

[Figure 3] Failure cause analysis

또 하나의 특징은 초기고장기간 이후 감소하던 발생횟

수가 110개월(9년)이후 증가하고 특히 부품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승강기 노후로 

인한 중대고장의 증가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유지관리 

회사는 승강기 관리주체와 상의하여 노후부품에 대한 예

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부품확보와 사전적 교체를 실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3.3 승강기 계절별 중대고장 분석

2019년 중대고장을 계절별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하였

는데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

울(12월~2월)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봄철 4월~5월과 

늦가을과 초겨울철 11월~12월 중순까지 발생 빈도가 특

히 높게 나타났는데 정확한 원인분석은 좀더 면밀한 분석

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봄·가을 이사철

과 신규 주택 입주시기와 맞물려 사용빈도 등에 따른 고장

발생빈도의 증가로 추정된다. [Figure 4] 

[Figure 4] Seasonal incidence rate analysis

또한 계절별 중대고장의 원인을 분석하였더니 봄철에

는 조정불량-이물질 끼임-부품이상 순으로 발생하였으

며 늦가을과 초겨울에는 부품이상-이물질끼임-조정불

량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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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asonal cause analysis

3.4 기타 분석내용

중요 특이점 이외에 발생시간별 분석 결과를 보면 24시

간 중 18시~19시 사이의 퇴근 시간 및 귀가시간대에 고

장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발생지역별로는 전체 승강기 설

치대수 중 비중이 높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전체 발생 건

수의 45.14%가 발생되었고 특징적인 것은 대전지역의 발

생비율이 설치 대수를 고려하여도 전국 전체 평균의 2배 

<Table 1> monthly·season Major elevator failur

month Garbage
Defective

parts
maladjustment

Abnomal

use
Old

ETC

(unverifiable)

User’s

fault

Worker’s

fault

Natural

disaster

Manage.

fault

　Un-

known
Total

1 0 51 60 14 13 45 0 0 4 0 20 207 

2 0 38 35 8 8 41 0 0 0 0 12 142 

3 18 84 69 23 15 37 0 0 1 2 11 260 

4 232 170 524 53 54 47 2 0 3 1 0 1,086 

5 166 79 453 60 42 46 0 0 5 1 0 852 

6 81 166 230 62 17 30 9 0 2 0 0  597 

7 63 335 162 28 40 12 22 1 3 0 0 666 

8 108 320 114 33 29 18 19 0 7 0 0  648 

9 92 252 101 24 20 15 22 0 3 0 0  529 

10 164 305 100 52 16 0 47 0 7 0 0  691 

11 331 671 232 77 26 7 66 0 6 0 0 1,416 

12 268 548 164 50 36 13 72 3 7 0 1 1,162 

Total 1,523 3,019 2,244 484 316 311 259 4 48 4 44 8,256 

<Table 2> Major elevator failur by period of use 

use/mon. Garbage
Defective

parts
maladjustment

Abnomal

use
Old

ETC1

(unverifiable)

User’s

fault

Worker’s

fault

Natural

disaster

Manage.

fault

　Un-

known

- 2 3 1 0 0 2 0 0 0 0 1

0~29 497 539 626 105 15 70 49 3 8 0 9

30~59 260 337 272 63 13 33 40 0 8 0 1

60~89 164 305 215 51 16 27 37 0 8 0 4

90~119 98 240 170 41 24 19 19 0 1 2 2

120~149 93 290 174 33 39 33 29 0 6 1 11

150~179 95 306 181 61 38 39 29 0 3 0 3

180~209 82 249 160 40 28 21 21 0 11 0 0

210~239 87 233 135 30 37 17 7 0 0 1 2

240~269 54 203 132 16 47 16 11 0 1 0 7

270~299 38 126 75 21 28 21 11 0 1 0 2

300~329 33 118 55 13 16 8 5 1 0 0 2

330~359 12 44 20 6 9 5 1 0 0 0 0

360~389 6 16 21 3 3 0 0 0 1 0 0

390~419 0 4 2 0 1 0 0 0 0 0 0

420~449 1 4 2 1 2 0 0 0 0 0 0

450~479 0 1 2 0 0 0 0 0 0 0 0

480~509 0 0 1 0 0 0 0 0 0 0 0

510~539 0 0 0 0 0 0 0 0 0 0 0

540~569 0 0 0 0 0 0 0 0 0 0 0

570~599 0 1 0 0 0 0 0 0 0 0 0

600~629 0 0 0 0 0 0 0 0 0 0 0

630~ 1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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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분석이 후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아래 <Table 1>은 월별·계절별 중대고장을 

정리한 것이며, <Table 2>는 사용기간별 중대고장을 정

리한 내용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승강기 이용은 매일매일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

어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역

사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앞에 길게 

줄서있는 노인 분들을 보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승강기공단에 보고된 중대고장 

8,256건을 분석하여 고장의 특징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승강기 종류별 중대고장 분석을 통해 승안법 시행

령에 따라 분류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

트 3가지 중 엘리베이터 관련 중대고장이 8,232건

(99.71%)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중대

사고 중 에스컬레이터가 그 비중이 69.10%로 가장 높은 

것과 다른 점을 나타냈다. 

둘째, 승강기 사용기간별 중대고장 분석을 통해 36개월

(3년)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중대고장이 발생되었으

며 이는 욕조곡선(Bathtub Curve)과 초기고장기간

(Burn-in Period)의 일반적인 이론이 승강기 분야에도 

실증되는 특징을 보여주었고 또한 360개월(30년)까지 

발생율을 보이고 이후 급격히 줄어든 자료를 통해 승강기 

사용수명이 20년~30년 정도임을 알 수 있었고 중대고장

의 3가지 중요원인인 부품이상(3,019건/ 36.57%), 조정

불량(2,244건/ 27.18%), 이물질 끼임(1,523건/ 

18.45%)에 대해 36개월(3년) 미만에서는 조정불량-부

품이상-이물질 끼임 순으로, 이후부터 360개월(30년)까

지는 부품이상-조정불량-이물질 끼임 순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있어 신규 설치

작업에 대한 표준화 된 매뉴얼 제작과 그에 따른 작업자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최근의 승강기 설치현장 

작업자 인력부족으로 인한 미숙련 기술자 및 외국노동자

들의 투입으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고, 36

개월 미만 현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승강기작업자는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셋째, 승강기 계절별 중대고장 분석을 통해 봄(4월~5

월)과 늦가을과 초겨울(11월~12월)에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이사철과 신규 주택 입주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후행되

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계절별 중대고장의 원인을 분석하

였더니 봄철에는 조정불량-이물질 끼임-부품이상 순으

로 발생하였으며 늦가을과 초겨울에는 부품이상-이물질 

끼임-조정불량 순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

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석을 통해 중대고장 발생시간은 24

시간 중 18시~19시 사이의 퇴근 시간 및 귀가시간대에 

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발생지역별로는 전체 승강기 설치

대수 중 비중이 높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전체 발생 건수

의 45.14%가 발생되었고 특징적인 것은 대전지역의 발생

비율이 설치 대수를 고려하여도 전국 전체 평균의 2배 이

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고장의 사례가 높은 엘리베이터에 대해 예

방적 활동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신규 건설현장(아파트 

등 공동주택시설)의 경우 초기 고장 발생율을 저감할 수 

있는 관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승강기 제조·설치회사

의 경우 승강기의 특성(건설현장에서 완성)을 고려하여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설치매뉴얼을 통해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며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향후 승강기 관련 중대사고와 중대고장의 상관관계 및 

중대고장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승강기이용자

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승강기

작업자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계속적

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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