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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cranes are a kind of complex human-machine systems,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mpletely 
secure safety with current technologies. Therefore, managerial interventions to prevent human errors are 
needed for safely operating a cran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states that cabin-type crane 
operators should have crane drivers’ licence and crane-related operators (e.g., pendent-type crane 
operators, slinging workers) should take a special safety training. However, statistics on industrial 
accidents showed that fatalities due to crane accidents (185 accidents occurred during 2013~2017) were 
the highest among hazardous machinery and equipment. To effectively control the crane-related accidents, 
voices of crane workers need to b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This study surveyed 
perceived causes of crane accidents and status of special safety training for crane workers of 387. The 
survey revealed that 24.3%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crane accidents and 31.4% eye-witnessed 
crane accidents. 79% of the respondents pointed human errors such as improper crane operation and 
improper slinging as the first cause. Lastly, only 16.7% of the respondents took a professional special 
safety training; but the rest took lecture-based or incomplete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applied to improve crane-related policies and special safety training systems.
Keywords : Crane, Human error, Slinging work, Special safety training

1. 서 론

산업현장에서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
인은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안전형 기계설비(partial safety machine)이다. 부
분 안전형 기계설비는 전체 안전형 기계설비(complete 
safety machine)와 달리 구비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안전장치가 미처 예방하지 못하는 사건의 발생
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크레인은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다양한 안전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만, 운전 실수나 작업 미숙으로 인해 
운반하는 중량물이 주변 설비와 충돌하거나 크레인 주변
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중량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크레인은 지난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사고사
망자가 185명으로 위험기계기구 중에서 가장 높다[1]. 
특히, 2015~2017년에 발생된 사고사망(144명)은 
71.5%(103명)가 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작업방
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기계 결함(기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은 25.7%(37명)와 2.8%(4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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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
고사망을 유발한 작업의 유형은 중량물 운반 및 줄걸이
작업이 65.3%(94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
음으로 설치·해체작업 18.8%(27명), 탑승작업 11.1% 
(16명), 그리고 점검수리 및 기타 4.8%(7명) 순으로 나
타났다[2,3]. 

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은 크레인 사고사망의 주요 
원인인 중량물 운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크레인 운전자
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운전실에
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천장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
레인에 대해서만 운전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펜던트 및 리모컨으로 조작
되는 크레인은 법적 운전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한, 줄걸이작업은 중량물과 훅 연결, 중량물 인양 및 유도, 
중량물과 훅을 분리하는 작업[4]으로 사고사망이 가장 많
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크레인 작업자에 대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펜던트 및 리
모컨 크레인 운전과 줄걸이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크레인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분 안전형 기
계설비인 크레인에 대한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크레인 작업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크레인 교육
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나 전문인력을 갖추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
해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규정 및 최소한의 직무교
육만을 실시한 후 현업에 배치되어 사수(선임자)를 따라
다니면서 조공(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일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경험에 의존한 교육은 크레인의 기계적 특성과 중
량물 취급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
지므로 인적오류에 의한 산업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2]. 따라서 운전자가 인간-기계시스템
의 구성원으로서 크레인을 조작하고 중량물과 함께 작업
하는 환경에서 인적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작
업자가 체감하는 크레인 사고의 원인과 교육 및 자격제도
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크레인 작업자가 체감하는 크레인 사고의 주
요 원인과 크레인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특별교육의 현황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크레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조선업[6,7]에 종사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크레
인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위험요인, 특별교육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하고 크레인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 및 도출된 산업현장
의 실태와 개선 방안은 크레인과 관련된 제도개선, 교육환
경 개선 등에 적용되어 크레인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설문 조사 내용 및 대상

본 연구는 크레인 작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크레
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적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개 부문(설문 참여자
의 기본 정보, 크레인 사고 위험성과 그 원인, 그리고 제도
개선 의견)의 16개 문항(<Table 1> 참조)으로 구성된 설
문지를 개발하였다. 첫째 부문은 설문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령, 경력, 담당 업무(작업), 그
리고 크레인 자격유무에 관해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부문은 크레인작업의 위험성과 사고를 유발하는 체
감원인에 대해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부문은 
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를 위해 조선업종(조
선, 중공업) 25개사 3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
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8대 조선소를 비
롯한 완성배 사업장 및 블록 사업장이며, 종사하는 근로
자는 약 10만 명으로 국내 조선업종 근로자(14만 명)의 
약 71%에 해당한다. 설문에 참여한 사업장의 규모는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100인 미만에서부터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까지 다양했다.

<Table 1> Survey questions used in this study

No. Survey contents Survey number

4 Age group, work experience, duty, qualification status 1~3, 8

5
Accidents experience, frequency of crane accidents, intensity, major causes of accidents, 
and detailed causes

4~7

8
Special training hour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ppropriateness of education, 
appropriateness of education at other work-places, necessity of improving the speci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ystem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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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by company size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인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의견
이 통계분석 시 간과되지 않도록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장별 10명 ~ 30명으로 설계되었다. 설문지는 사업장 
안전담당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며, 총 410부가 크레인 
작업자에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 응답 결과는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았으며, 총 387명의 유효 설문결
과가 회수되었다. 사업장별 회수된 설문지의 수량은 대부
분(25개사 중 23개사) 계획된 범위(10명~30명)에 포함
되었으나, 2개사(8명, 35명)는 계획된 범위를 다소 벗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2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에 앞서 3가지 측
면의 데이터 정선을 수행하였다. 첫째, 회수된 설문지에서 
일부 문항에 대해 응답이 없을 경우(문항별 결측치 비율: 
0.3%~5.7%) 결측치(missing value)로 처리하고 해당 
설문지의 문항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일부 설문지
는 특정 문항에 대해 복수 응답한 경우(1%)가 있었으며, 
통계 분석에는 복수 응답 결과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량적 통계 분석을 위해 순위 척도의 설문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5점: 매우 그렇
다)로 정량화되었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0.05에서 종속변수의 
유형(범주형 데이터, 정량 데이터)에 따라 카이스퀘어 분
석과 분산 분석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먼저, 종속변수
가 범주형인 경우는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으로 데이터를 정리한 후 카이스퀘어() 분석을 통해 통
계적 유의성을 판정하였다. 한편, 종속변수가 정량 데이터
인 경우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
을 분석하였다.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집단 간의 차이를 사후검증(post-hoc test)
하기 위해 Tukey 검정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은 SPSS (v24, IBM)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3. 결 과

3.1 크레인 작업자 현황

설문에 참여한 크레인 작업자는 <Table 2>와 같이 40대
(34.9%)와 50대(38.6%)가 전체 응답자의 73.5%(280
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참여자의 크
레인 작업경력은 10년 이상(38.3%)과 20년 이상
(24.1%)이 전체 응답자의 62.5%(238명)를 차지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연령대가 높을수록 작업경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χ2(16)=144, p<0.001). 설문 참여자 중에서 20
대는 작업경력이 모두 5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30대는 작업경력 10년 이하가 75.0%로 가장 비율이 높
았고, 40대와 50대는 11년~20년이 각각 47.4%, 43.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은 작업경
력 20년 이상이 70.4%로 가장 높았다.

<Table 2> Survey participants by age group and work 
experience (person)*

Experience 
(year)

20s 30s 40s 50s
Over 
60s

Sum

<1 - 3 4 5 - 12

2 to 5 3 21 23 14 2 63

6 to 10 - 9 31 22 6 68

11 to 20 - 11 63 64 8 146

>20 - - 12 42 38 92

Sum 3 44 133 147 54 381

* Six participants did not respond.

설문 참여자는 [Figure 2]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49.9% 
(191명)가 크레인 운전수(운전실 크레인 운전수: 25.1%, 
펜던트 또는 리모컨 조작 크레인 운전수: 24.8%)로 조사
되었다. 또한, 14.9%(57명)는 크레인 운전수와 줄걸이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중에
서 줄걸이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는 25.4%(97명)로 분석
되었으며, 기타(관리감독자 등)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9.9%(38명)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크레인 운전자격
에 관한 설문에서는 작업자의 42.3%(159명)가 천장크레
인 또는 기중기 운전기능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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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uties of survey participants 
(four participants did not respond)

 

3.2 크레인 위험성과 사고원인에 대한 인식

설문 참여자의 과반(55.8%)은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크레인 작업 중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직접 경
험하였거나 동료작업자에게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설문 참여자의 24.3%(93명)는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산업재해를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 
참여자의 31.4%(120명)는 동료작업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크레인 사
고 경험 비율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8)=16.370, p=0.037). 

수행업무 중 사고를 직접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
는 줄걸이 작업(36.1%, 3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전
실 조작 크레인 운전수는 24.2%(23명)가 직접 사고를 경
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줄
걸이 작업자는 69.1%(67명)이나, 운전실 조작 크레인 운
전수는 48.4%(46명)로 줄걸이 작업자의 사고경험 비율
이 20%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운전실에 
탑승하여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비해 줄걸이 작업과 
같이 중량물 근처에서 작업하는 업무의 사고위험이 훨씬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는 [Figure 3]과 같이 크레인 사
고가 다른 기계설비보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는 크레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산업기계보다 매우 높거나(27.2%, 
105명) 높다(44.0%, 170명)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또
한, 설문 참여자는 크레인 사고의 인적 및 물적 피해 규모
가 다른 사고보다 매우 높거나(49.4%, 190명) 높다
(38.7%, 149명)고 대다수가 응답하였다.

[Figure 3] Awareness of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crane 
accidents (one in frequency and two in intensity did not respond)

크레인 작업 중 사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설문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레인 사고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빈도: F(2, 382)=16.941, p<0.001; 
강도: F(2,381)=12.604, p<0.001). 크레인 사고를 직
접 경험한 설문 참여자의 사고빈도 및 강도에 대한 인식점
수는 평균 4.27점(1점: 매우 낮음, 3점: 보통, 5점: 매우 
높음)과 4.63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
접 경험한 설문 참여자는 3.94점과 4.38점으로 사고빈도
와 강도를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설문참여자는 3.59
점과 4.15점으로 유의하게 빈도와 강도를 상대적으로 낮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참여자는 [Figur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크레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인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79.0%, 309명)는 크레

<Table 3> Frequency of crane accident experience by work duty (person)*

Work duty Direct experience Indirect experience No experience Sum

Cabin crane operation 23 23 49 95

Pendant or remote control crane operation 16 33 46 95

Crane operation and Slinging work 12 18 27 57

Slinging work 35 32 30 97

Supervisor, etc. 7 14 17 38

Sum 93 120 169 382

* Five participants did not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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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고의 원인으로 크레인 조작 미숙, 줄걸이 작업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과 같은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설문 참여자의 13.6%(53
명)는 크레인 고장(결함), 안전장치 미작동 등과 같은 기계
적 요인(mechanical factors)을 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
으로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 참여자의 4.9%(19명)
는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부재 등과 같은 
관리적 요인(management factors)을 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며, 2.6%(10명)는 기타요인(사각지
대, 신호불명확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Figure 4] Major factors for crane accidents 
(four participants selected multiple factors)

인적 요인을 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설문 
참여자(총 309명)는 [Figure 5]와 같이 작업자의 위험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46.3%(156명)은 크레인 사고를 유발하는 
인적 원인으로 안이한 태도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작업일정을 맞추기 힘든 작업여건(25.2%, 85명)과 형식
적 교육으로 인한 작업역량부족(19.6%, 66명)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작업 장소 및 상황의 수시 변경
에 따른 작업 이해 부족과 외국인 동료 작업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각각 7.7%(26명)과 1.2%(4명)로 조사되었다. 

[Figure 5] Major causes for human-induced crane accidents 
(28 participants selected multiple causes)

기계적 요인을 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한 

설문 참여자(총 53명)는 65.5%(38명)가 와이어로프, 구
동장치, 전기장치의 고장이 주요한 기계적 요인에 해당한
다고 답하였다. 또한, 관리적 요인이라고 지목한 설문 참
여자(총 19명)는 34.8%(8명)가 크레인 작업안전표준 부
재 및 위험성평가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3.3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크레인작업 특별교육시간은 [Figure 6]과 같이 법적 
기준 시간(16시간)을 준수한 경우가 35.9%(132명)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설문 참여자의 64.1%(236명)는 법
정 교육시간 미만을 교육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 20.4%(75명)는 2시간 이내의 교육만 받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Figure 6] Completion status of special training
(19 participants did not respond)

특별교육은 [Figure 7]과 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실
습교육장을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전문 강사에게 받았
다는 경우가 전체의 16.7%(61명)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반면,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전문강사 없이 이
론교육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설문 참여자는 44.4%(162
명)에 달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있으나, 전문강
사가 아닌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설문 참여자가 38.9%(142)명으로 나타났다.

[Figure 7] Quality of special training 
(22 participants did not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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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참여자는 [Figure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특별교
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실습교육장을 구비하고 크레인 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고 싶다는 비율이 71.1%(268
명)로 나타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7.4%(28명)보다 현
저히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특별교육을 일정 자격을 갖
춰 인정받은 교육기관이나 사업장 소속 교육센터에서 실
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1%(269명)로 그렇지 않다는 7.9%(30명)보다 약 9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설문 참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따른 특별교육의 개선필요성(F(4, 369)= 
1.275, p=0.279)과 자격제도 필요성(F(4, 369)=2.002, 
p=0.09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ure 8]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speci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10 in special training and 8 in 

qualification system did not respond)

4. 토의 및 결론

크레인 작업자는 크레인 사고 위험성이 다른 기계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사고사망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의 71.2%
는 크레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기계보다 현저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88.1%는 크레인 사고의 인적 및 물적 피해 규모가 다른 
사고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응답자의 인식은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크
레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사망(185명)이 다른 위험기계ㆍ
기구(고소작업대: 69명, 컨베이어: 52명, 리프트: 44명, 
압력용기: 22명, 프레스: 17명)보다 현저히 높은 것과 부
합하는 결과이다[1]. 

설문참여자의 79%는 크레인사고의 주요 원인을 인적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설문참여자가 생각하는 크레인사고
의 인적 요인에는 안이한 작업태도(46.3%), 안전수칙 준
수가 힘든 작업여건(25.2%), 그리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한 역량부족(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크레
인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크레인 작업(운전과 줄
걸이작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과 작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작업여건
(예: 안전조치 및 작업 시간과 인력을 고려한 작업계획 수
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크레인 작업 안전을 위해 자격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와 특별교육제도(산업안전보
건법 제29조)를 명시하고 있다. 크레인 자격제도는 타워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운전실이 있는 천장크레인의 운전
수에 한정된다. 그러나 운전실 조작 크레인은 전체 크레인 
대비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안전검사
제도에 따라 2020년~2021년에 안전검사(2톤 이상, 2년 
주기)를 받은 크레인은 약 20만대(차량탑재형 이동식크
레인 제외)로 이중에서 운전실 조작방식은 약 3,600대
[8]).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의 약 98%이
상이 리모컨 또는 펜던트로 조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며, 이러한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자격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줄걸이 작업은 크레인 사고의 약 65%
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격제도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리모컨 또는 펜던트 조작 크레인의 운전수와 
줄걸이 작업자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
육(16시간)만 이수하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현실
이다. 그나마도,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특별교육 시간
을 법적요건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에 불과하고, 특별교육의 방식도 전문강사와 실습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9%로 매
우 낮은 실정이다. 

크레인 운전과 줄걸이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도가 요구
되나, 특별교육은 대부분 앉아서 보고 듣는 강의식 이론교
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레인 작
업이 가장 많은 업종인 조선업도 전문강사를 통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일부 대형 조선소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
다([Figure 9] 참조). 한편, 크레인 작업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은 다른 업종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실습교육장
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크레
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적 요인을 통제
하여 크레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교육환경의 편차가 심한 현재의 특별교육을 체계적
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전문강사와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
육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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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ane training center

(b) In-house qualification mark for crane work

[Figure 9] Example of crane training center and crane work 
qualification mark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 대부분(71.1%)은 현행 특별교
육의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71.0%)은 체계적
인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사업장 소속 교
육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은 1973년도부터 줄걸이 자
격을 가진 자만 줄걸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을 제한하
고 줄걸이작업 안전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의 결과로 1973년 크레인 작업에서 424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사고사
망이 101명으로 1973년 대비 76%가 감소하였다[4]. 또
한, 일본은 <Table 4>에 정리된 것과 같이 노동안전위생
법 제61조(취업의 제한), 크레인 안전규칙 제222조(특별
교육), 안전위생교육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지침(안전위생
교육지침 공시 제4호)에 따라 줄걸이 작업자는 의무적으
로 줄걸이작업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4]. 그리고 펜던
트나 리모컨 조작방식 크레인(지상조작식 크레인) 운전을 
위해서는 기능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11].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크레인 작업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실습교육시설에서 훈련받는 제도가 크레인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4> Japan's safety education regulations for 
slinging work[4]

Classification
Slinging skill 

course
Slinging special 

training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6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striction on 

Employment)

Article 222 of the 
Crane Safety Rules 
(Special Education)

Target
equipment

Lifting load of more 
than 1 ton crane, 

etc.

Less than 1 ton of 
lifting load crane, etc.

Education 
target

Slinging worker Slinging worker

Education 
institution

Education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Director of Labor

Employer or 
Designated education 

institution

Education hour 19 hours 5 hours

본 연구는 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3가지(기계적 요인, 
인적 요인, 그리고 관리적 요인)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다양한 원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3,10]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는 크레인 사고의 복합 원인 
중에서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원인을 주요 원
인으로 응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한
계점을 감안하더라도 설문 참여자의 79.0%가 지목한 인
적 요인은 크레인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의 크레인 사고분석 자료[3]에 따르
면 본 연구와 유사하게 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작
업방법이 사고 원인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는 크레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인적 요인으로 안이한 작업태도(46.3%), 안전준
수가 힘든 작업여건(25.2%), 그리고 형식적 교육으로 인
한 역량부족(19.6%), 작업 장소 및 상황의 수시 변경에 
따른 작업 이해 부족(8.6%)을 지목하였다. 안이한 작업태
도와 안전준수가 힘든 작업여건은 위반(violation), 실수
(slip), 건망증(lapse)에 의한 인적 오류를 유발할 수 있
다. 또한, 크레인 작업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은 미숙련된 
작업능력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장소나 작업상황이 수시로 변할 경우 착오(mistake)
에 의한 인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적 오류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작업자의 숙련도와 안전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12].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크레인 안전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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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한 크레인 작업(중량물 운반)에 국한하였다. 그러
나 크레인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이용
한 중량물 운반 작업 외에도 크레인의 수리나 설치 및 해
체작업 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의 개선 방안 제안은 크레인 사고의 
3대 원인(인적 요인, 기계적 요인, 괸리적 요인) 중에서 
인적 요인에 집중하였다. 기계적 요인은 선행 연구[13]에
서 충분히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관
리적 요인은 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비율
(4.9%)이 낮아 본 연구에서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지 않았
다. 그러나 크레인 사고의 종합적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적 
요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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