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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occupational accidents incidence for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Methods: The data for occupation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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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ccupational illness deaths were due to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Road traffic accidents and slip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Conclusion: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have a 
high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so it is necessary to rais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and provid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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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택배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1992년 이래로 급격한 양적 성장

이 이루어졌지만 약 20여개에 이르는 택배사업자가 새로 생겨

나고 단가 경쟁과 인력 및 차량이 급증하면서 화물 당 평균단가

는 매년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현재 2천원 초반대의 단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

화된 경쟁과 낮은 단가가 지속되었고 관리 ․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산재

발생, 택배업 종사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사, 단기 일

용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미숙련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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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주로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

사자로 노무를 제공해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의 택배

기사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25조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

배기사는 그 근로자성 여부에서 기인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

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산재보험 

적용수준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특수형

태 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실제 산재보험의 적용 특성을 파

악하여 산업재해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택배기사는 장시간 근로, 이동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

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 위험이 높다. 택배기사의 하루 근무시간

은 보통 14~15시간이며 주 6일 근무하여 평균 7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다. 업무 중 휴식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하루 12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를 하고 있다[2]. 택배기

사는 시간에 쫓기는 배송과 장시간의 차량 운전으로 인해 사업

장 외 교통사고의 비율이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같은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

계 질환 발생 위험도 높다[3]. 택배기사는 1일 평균 화물 100박

스 정도 취급하며, 이 중 15% 정도는 30~40 kg의 중량물[4]로 

파악되고 있다. 

택배기사 관련 선행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

한 정책 연구[5-7]나 근로환경, 건강수준을 파악한 연구[3,6,7]

가 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수준과 산업재해의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의 택배기사의 산재

보험의 실제 적용 및 산재발생 특성을 파악하여 포괄적인 산재

예방 및 보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

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택배기사의 산

재보험 적용수준, 적용 사업장의 특성, 산재발생형태 등을 고

려한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특성을 파악한다.

 택배기사의 산재 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기술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

사업(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

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특성은 근로

복지공단 내부 전산자료 중 산재 적용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현

황과 적용 사업장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은 2012년부터 2017

년까지 6년간의 연도별 총 사업장 수, 총 입직자수, 적용자수, 

적용제외자수, 적용률로 파악하였다.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소속 사업장의 특성은 산재보험 관계 확

립년도가 2012년에서 2017년이면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산

재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수, 사업장 규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수, 사업장 소재지를 분

석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산자료 중 산업재해 원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6년간 연도별 산재자의 인구학적 특성, 산업재

해율, 산업재해 발생형태, 업무상질병 사례로 구분하여 파악하

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으로 파악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산재율은 

산업재해 천인율,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 업무상질병 재해 

천인율,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업무상

질병 사망만인율로 구분하였다. 연도별 각 산재율은 연도별 특

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자수를 기준으로 하

여 연도별 해당 산재 발생자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업재

해 발생형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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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of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Item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umber of workplace  2,187  2,132  2,007  1,817  1,558  1,528

Total number of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12,419 11,937 11,361 11,353 11,297 12,032

Number of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with 
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5,392  4,729  3,883  3,749  3,222  3,485

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rate (%) 43.4 39.6 34.2 33.0 28.5 29.0

의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기록 ․ 분류에 관한 지침인 Korea Occupait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GUIDE (G-83-2016)[8]

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원자료에서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다. 업

무상 사고의 산재발생형태는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 접촉, 맞

음, 끼임, 무너짐, 압박 ․ 진동, 신체반작용, 과도한 힘 ․ 동작, 이

상온도 노출 ․ 접촉, 화재, 교통사고로 분류하였고, 업무상 질병

은 뇌 ․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질환으로 구분하여 파

악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질병 요양 및 

사망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자 원자료의 산재발생 

개요, 주상병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은 SAS 9.3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

구로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 면제신청 후 승

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산재보험 적용 특성

1) 산재보험 적용 현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속한 사업장 수는 2012년 

2,187개, 2014년 2,007개, 2017년 1,528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총 입직자수는 2012년 12,419명, 2016년 11,29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12,032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특수형

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총 입직자 중 산재보험 적용 배제신청

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실제 산재보험 적용자수는 

2012년 5,392명에서 2016년 3,222명으로 감소하다 2017년 

3,485명으로 증가하였고, 산재보험 적용률도 2012년 43.4%에

서 2016년 28.5%로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 29.0%로 증가하

였다(Table 1). 

2)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특성

산재보험 관계 확립년도가 2012년에서 2017년이면서 2018

년 6월 기준으로 산재적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가 근

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568개이었고, 사업장 규모는 상시 

종사자수가 없는 곳이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1~4인이 41.2%로 전체 사업장 규모의 87.3%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산재적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

배기사가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23.8%, 서울특별

시 14.3%, 대구광역시 7.6%, 경상북도 7.4%로 수도권과 대구 ․ 
경북권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산업재해 발생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

사 산업재해자는 전체 383명이었고 그 중 업무상 사고 92.2% 

(353명), 업무상 질병 7.8%(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91.9 

%, 여성이 8.1%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 미만이 0.3%, 20대가 

4.2%, 30대가 17.2%, 40대가 28.0%, 50대가 30.0%, 60대 이상

이 19.3%였다. 업무상 사고 재해자는 남성이 91.2%, 여성이 

8.8%였고, 연령대는 20대 미만이 0.3%, 20대가 4.5%, 30대가 

17.0%, 40대가 29.2%, 50대가 29.2%, 60대가 19.9%였다. 업무

상 질병 재해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20.0%, 40

대가 26.7%, 50대가 40.0%, 60대 이상이 13.3%였다(Table 3). 

2) 산업재해율

연도별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산업재해자수는 2012

년 79명, 2015년 42명, 2017년 71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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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orkplace Characteristics of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Covered by 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Criteria time: June in 2018)

Variables Categories n (%)

Total 568 (100.0)

Year of workplace 
establishment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38
38
53
57
70

112

(41.9)
(6.7)
(9.3)
(10.4)
(12.3)
(19.7)

Workplace scale
(number of 
full-time worker)

0
1~4
5~19
20~49
≥50

262
234
59
9
4

(46.1)
(41.2)
(10.4)
(1.6)
(0.7)

Number of 
special-type 
workers

0
1~4
5~19
20~49
≥50

467
58
29
11
3

(82.2)
(10.2)
(5.1)
(1.9)
(0.5)

Business location Seoul
Incheon
Daejeon
Daegu
Busan
Ulsan
Gwangju
Gangwon-do
Gyeonggi-do
Chungcheongnam-do
Chungcheongbuk-do 
Gyeongsangnam-do
Gyeongsangbuk-do
Jeollanam-do 
Jeollabuk-do 
Jeju-do
Sejong-si 

81
16
35
43
18
11
19
26

135
21
29
38
42
21
23
6
4

(14.3)
(2.8)
(6.2)
(7.6)
(3.2)
(1.9)
(3.4)
(4.6)
(23.8)
(3.7)
(5.1)
(6.7)
(7.4)
(3.7)
(4.1)
(1.1)
(0.7)

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산업재해 천인율은 2012년 

14.7‰, 2014년 18.3‰, 2016년 9.9‰, 2017년 20.4‰로 2014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7년 다시 증가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12

년 2명, 2013년 2명, 2016년 2명, 2017년 3명이었고, 그 중 업무

상사고 사망자수는 총 4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총 5명이

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2012년 3.7‱, 2013년 4.2‱이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사

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6년 6.2‱, 2017년 8.6‱으로 다

시 증가하였다(Table 4).

3) 산재발생형태 추이

연도별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발생형태는 주

로 업무상 사고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와 ‘넘어짐’이 

가장 빈번한 산재발생형태이었다. ‘교통사고’는 연도별로 21.9 

~45.1%, ‘넘어짐’은 연도별로 19.1~38.0%를 차지하여 이 두 

재해발생형태가 연도별로 약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교통사

고’는 다소 증가하고, ‘넘어짐’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산업재해자 71명 중 

45.1%가 ‘교통사고’, 25.4%가 ‘넘어짐’, 7.0%가 ‘끼임’으로 

산재가 발생하였다. 업무상질병 산재발생형태는 2012년부

터 2017년간 뇌 ․ 심혈관질환 13명, 근골격계 질환 17명이었다

(Table 5).

4) 업무상질병 산업재해 발생 사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

무상질병 산업재해는 총 30명으로 근골격계 질환 17명, 뇌 ․ 심
혈관 질환 13명이었으며 이중 업무상질병 사망재해는 5명이었

고 모두 뇌 ․ 심혈관 질환으로 발생하였다. 

업무상질병 요양 주요 사례는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것이 대

부분으로 화물을 옮기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허리통증 및 

다리통증 발생(주상병명: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하차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내리는데 허리가 시큰한 느낌과 함께 통증

(주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물건 배달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주상병명: 신경뿌리병

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양손으로 물건을 옮기

던 순간 오른쪽 어깨가 찌릿하며 심한 통증 발생(주상병명: 어

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차내에서 물건 정리 중 우측 어깨에서 

‘뻑’하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느낌(주상병명: 이두근 장두

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평소 120개 배송이나 추석 전 140~ 

150개 택배상품 배송 후 좌측 종아리 상부에 통증 발생(주상병

명: 외상성 근육허혈) 등이었다. 

업무상질병 사망 5개 사례는 모두 뇌 ․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

으로 물건을 나르던 중 과중한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짐(주상병

명: 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귀가 후 취침 중 뇌출

혈로 사망(주상병명: 기타 뇌내출혈), 택배물을 옮기다가 갑자

기 쓰러짐(주상병명: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낮부터 가슴이 조

이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으로 일찍 퇴근 후 다음 날 배송업무 

중 쓰러짐(주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화물차를 

빼기 위해 몸을 돌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짐(주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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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 Workers by Year

Variable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2012~2017)

n (%) n (%) n (%) n (%) n (%) n (%) n (%)

Occupational accidents 79 (20.6) 88 (23.0) 71 (18.5) 42 (11.0) 32 (8.4) 71 (18.5) 383 (100.0)

Gender
Male
Female

72 (91.1)
7 (8.9)

82 (93.2)
6 (6.8)

61 (85.9)
10 (14.1)

40 (95.2)
2 (4.8)

29 (90.6)
 3 (9.4)

68 (95.8)
3 (4.2)

352 (91.9)
 31 (8.1)

Age (year)
＜20
20~29
30~39
40~49
50~59
≥60

0 (0.0)
1 (1.3)

14 (17.7)
22 (28.0)
29 (36.7)
13 (16.5)

0 (0.0)
5 (5.7)

19 (21.6)
22 (25.0)
25 (28.4)
17 (19.3)

0 (0.0)
3 (4.2)

15 (21.1)
27 (38.0)
18 (25.4)
 8 (11.3)

1 (2.4)
3 (7.1)

 8 (19.1)
12 (28.6)
12 (28.6)
 6 (14.3)

 0 (0.0)
 1 (3.1)
 3 (9.4)
13 (40.6)
 8 (25.0)
 7 (21.9)

0 (0.0)
3 (4.2)
7 (9.9)

15 (21.1)
23 (32.4)
23 (32.4)

  1 (0.3)
 16 (4.2)
 66 (17.2)
111 (28.0)
115 (30.0)
 74 (19.3)

Occupational injuries 74 (21.0) 80 (22.7) 68 (19.3) 38 (10.8) 29 (8.2) 64 (18.1) 353 (100.0)

Gender
Male
Female

67 (90.5)
7 (9.5)

74 (92.5)
6 (7.5)

58 (85.3)
10 (14.7)

36 (94.7)
2 (5.3)

26 (89.7)
 3 (10.3)

61 (95.3)
3 (4.7)

352 (91.2)
 31 (8.8)

Age (year)
＜20
20~29
30~39
40~49
50~59
≥60

0 (0.0)
1 (1.4)

12 (16.2)
21 (28.4)
27 (36.5)
13 (17.6)

0 (0.0)
5 (6.3)

17 (21.3)
20 (25.0)
22 (27.5)
16 (20.0)

0 (0.0)
3 (4.4)

15 (22.1)
24 (35.3)
18 (26.5)
 8 (11.8)

1 (2.6)
3 (7.9)

 8 (21.1)
11 (29.0)
10 (26.3)
 5 (13.2)

 0 (0.0)
 1 (3.5)
 2 (6.9)
13 (44.8)
 7 (24.1)
 6 (20.7)

0 (0.0)
3 (4.7)
6 (9.4)

14 (21.9)
19 (29.7)
22 (34.4)

  1 (0.3)
 16 (4.5)
 60 (17.0)
103 (29.2)
103 (29.2)
 70 (19.9)

Occupational illnesses  5 (16.7)  8 (26.7)  3 (10.0)  4 (13.3)  3 (10.0)  7 (23.3)  30 (100.0)

Gender
Male
Female

  5 (100.0)
0 (0.0)

  9 (100.0)
0 (0.0)

  3 (100.0)
0 (0.0)

  4 (100.0)
0 (0.0)

 3 (100.0)
 0 (0.0)

  7 (100.0)
0 (0.0)

 30 (100.0)
  0 (0.0)

Age (year)
30~39
40~49
50~59
≥60

 2 (40.0)
 1 (20.0)
 2 (40.0)
0 (0.0)

 2 (25.0)
 2 (25.0)
 3 (37.5)
 1 (12.5)

0 (0.0)
  3 (100.0)

0 (0.0)
0 (0.0)

0 (0.0)
 1 (25.0)
 2 (50.0)
 1 (25.0)

 1 (33.3)
 0 (0.0)
 1 (33.3)
 1 (33.3)

 1 (14.3)
 1 (14.3)
 4 (57.1)
 1 (14.3)

  6 (20.0)
  8 (26.7)
 12 (40.0)
  4 (13.3)

논 의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수

준, 적용 사업장의 특성, 산업재해 발생 수준, 발생형태 및 추이, 

업무상질병 발생사례 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들이 산재로부

터 보상을 받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면서 안타깝게도 산재율은 

점점 증가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

용률은 2012년 43.4%에서 2016년 28.5%, 207년 29.0%까지 감

소하였다. 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 천인율은 

2012년 14.7‰에서 2016년 9.9‰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에 

20.4‰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으

로 100% 산재보상을 받고 있고 전체 근로자 산재 천인율 2017

년 4.8‰, 2018년 5.4‰, 2019년 5.8‰[9-11]과 비교했을 때 특

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들이 산업재해 위험은 매우 높으나 

산재예방이나 보상 서비스 혜택은 매우 취약함을 의미한다. 또

한 근로자의 산재보험혜택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부족, 산재보

험료 부담과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에 대한 근로자의 유

보적 입장, 사업주 측의 인위적인 적용제외로 인해 산재보험 적

용률이 낮았다[5]. 향후 택배기사와 같이 산재발생 위험이 높

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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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ccupational Accidents by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umber of occupational accidents 79 88 71 42 32 71

Rates of occupational accidents per thousand workers (‰) 14.7 18.6 18.3 11.2 9.9 20.4

Number of occupational injuries 74 80 68 38 29 64

R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per thousand workers (‰) 13.7 16.9 17.5 10.1 9.0 18.4

Number of occupational illnesses 5 8 3 4 3 7

Rates of occupational illness per thousand workers (‰) 0.9 1.7 0.8 1.1 9.3 2.0

Number of occupational accidents death 2 2 0 0 2 3

Rates of occupational accidents death per ten thousand workers (‱) 3.7 4.2 0.0 0.0 6.2 8.6

Number of occupational injuries death 2 1 0 0 1 0

R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death per ten thousand workers (‱) 3.7 2.1 0.0 0.0 3.1 0.0

Number of occupational illnesses death 0 1 0 0 1 3

Rates of occupational illnesses death per ten thousand workers (‱) 0.0 2.1 0.0 0.0 3.1 8.6

The number of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5,392 4,729 3,883 3,749 3,222 3,485

Table 5. Type of Occupational Accidents by Year

Variable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 (%) n (%) n (%) n (%) n (%) n (%)

Occupational accidents 79 88 71 42 32 71

Occupational injuries
 Fall from the height
 Slips and trips
 Contact with objects
 Being stuck by falling or flying objets
 Crush injuries
 Collapse
 Pressure·vibration
 Body reaction
 Strenuous movement
 Abnormal temperature
 Fire
 Road traffic accidents
 Etc.

74
7 (8.9)

30 (38.0)
5 (6.3)
2 (2.5)
2 (2.5)
0 (0.0)
0 (0.0)
0 (0.0)
5 (6.3)
0 (0.0)
0 (0.0)

22 (27.9)
1 (1.3)

80
4 (4.6)

32 (36.4)
3 (3.4)
1 (1.1)
6 (6.8)
1 (1.1)
1 (1.1)
0 (0.0)
4 (4.6)
0 (0.0)
0 (0.0)

28 (31.8)
0 (0.0)

68
4 (5.6)

26 (36.6)
4 (5.6)
0 (0.0)
6 (8.5)
0 (0.0)
1 (1.4)
1 (1.4)
6 (8.5)
0 (0.0)
0 (0.0)

20 (28.2)
0 (0.0)

38
0 (0.0)

 8 (19.1)
2 (4.8)
1 (0.6)
2 (4.8)
0 (0.0)
0 (0.0)
0 (0.0)

 6 (14.3)
0 (0.0)
0 (0.0)

15 (35.7)
0 (0.0)

29
3 (9.4)

 8 (25.0)
2 (6.3)

 4 (12.5)
3 (9.4)
0 (0.0)
0 (0.0)
1 (3.1)
1 (3.1)
0 (0.0)
0 (0.0)

 7 (21.9)
0 (0.0)

64
2 (2.8)

18 (25.4)
1 (1.4)
2 (2.8)
5 (7.0)
0 (0.0)
0 (0.0)
0 (0.0)
4 (5.6)
0 (0.0)
0 (0.0)

32 (45.1)
0 (0.0)

Occupational illnesses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Musculoskeletal diseases

5
0 (0.0)
5 (6.3)

8
4 (4.6)
4 (4.6)

3
2 (2.8)
1 (1.4)

4
0 (0.0)
4 (9.5)

3
3 (9.4)
0 (0.0)

7
4 (5.6)
3 (4.2)

없도록 규정하여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 

그들의 소속 사업장 특성과 산재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

인 산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속한 사업장

의 규모는 약 46%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이었고 이를 포함하

여 약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사업장

은 근로자의 낮은 숙련도,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한 

안전장비 구비 및 안전교육의 부재로 중규모 내지 대규모 사업

장에 비해 산업 재해 위험이 높다[12]. 선행연구[13]에서 산업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규모의 범주가 클수록 높은 교육실시

율을 보였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교육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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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중 ․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보다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과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재예방 서비스 지원이 중요하

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와 소속 사업장의 산

재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

재해 천인율은 2017년 기준 20.4‰,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은 

18.4‰, 업무상질병 재해 천인율은 2.0‰으로 전체 근로자 산

업재해 천인율 4.8‰,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 4.4‰, 업무상질

병 재해 천인율 0.5‰[9]보다 각각 약 4배 더 높았다. 또한 조선

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 2017년 산업재해 천

인율은 8.31‰로 조선업종 근로자보다도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천인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7

년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 

8.6‱, 업무상사고 사망 만인율 0, 업무상질병 사망 만인율 8.

6‱이었고 전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 1.05‱,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 0.52‱, 업무상질병 사망 만인율 0.54‱[9]이

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사고 사망 만인율

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았지만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은 약 8

배, 업무상질병 사망 만인율은 약 16배 더 높았다. 특수형태 근

로종사 택배기사는 전체 근로자보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고 특

히 업무상질병 사망위험이 매우 높았다. 2012년에서 2017년까

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질병 사망재해자는 5

명이었고 모두 뇌 ․ 심혈관 질환에 기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뇌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5사례 중 4사례가 뇌출혈 혹은 심근경

색증으로 업무 중 쓰러져 사망하였고 1사례는 상세불명의 심

정지로 귀가 후 취침 중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 별표 3에 의하면 업무상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

기준은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

긴 경우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으로 단기간 혹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과로나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 뇌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은 주로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과로나 부담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Shin [15]의 연구에서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3시간 이상으로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하루 평균 작업물량

은 평균 250개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배송이 몰리는 성수기에

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기사의 연당 

평균 노동시간은 3,848시간으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1인당 연간노

동시간 1,763시간보다 2,08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식사를 거르

거나, 제대로 된 휴식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16]. Lee [17]의 연구에서도 택배기사의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은 54.88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5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는 전

체의 59.3%를 차지하였다. 또한 표준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

이 길수록 심 ․ 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은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18]. 이렇듯 장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 뇌 ․ 
심혈관 질환 발병이나 사망을 줄이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준수

를 통하여 장시간 근로를 피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업무부

담 요인을 줄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 뇌 ․ 심혈관 

질환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는 뇌 ․ 심혈관 

질환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었

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택배물건을 분류하거나 

상 ․ 하차 작업 혹은 배송 과정에서 주로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

리, 어깨, 다리 등의 부위에 추간판장애나 염좌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근로환경조사 자

료로 택배기사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

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

세, 무거운 물건을 끌기/ 기/이동,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에 대해 근무시간의 1/4 이상 노출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4%, 92.9%, 59.5%였다[18]. Lee [19]의 연구에서 택배

기사가 처한 유해한 물리적 환경으로 중량물 취급 88.3%, 계속 

서 있는 자세 79.4%, 앉아 있는 자세 74.8%,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71.0%순으로 나타났다. 소형, 소량으로 포장된 택배 

물건을 수취 ․ 분류 ․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은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을 하면서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

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정적 자세, 강한 노동 강도, 불충

분한 휴식, 추운 작업 환경, 손과 팔 부위에 작용하는 과도한 진

동 등이 원인이 되어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1]. 과

중한 물건을 다루는 물류창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0]

에서 근골격계 증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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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절반 이상에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로 일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에서 반복동작

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관리, 휴게시간을 포함

한 적절한 근무시간 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교육 강화와 

함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에

게 ‘교통사고’와 ‘넘어짐’이 가장 빈번한 산재발생형태이었고 

‘교통사고’는 다소 증가하고, ‘넘어짐’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택배기사에게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재해는 신호 미 

준수, 과속, 전방 주시 소홀 등으로 교통사고, 빗길, 눈길에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짐, 급정지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뒤집힘, 운전 

중 통화, 방송(DMB) 시청에 의한 교통사고,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경사로에서 주차 브레이크 미체결로 차량과 충돌 등

이다[1]. Shin [15]의 연구에서 택배기사 중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8.4%로 일일 평균 운행거리가 40km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나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의 운

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택배기사는 택

배박스를 들고 오다가 바닥 턱에 걸리거나 빗길, 눈길에 미끄러

지기도 하고 적재된 화물차량 위에서 내려오다가 추락(낙상)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적재함 문 개폐 손가락이 끼거나 택

배회사 지역센터 컨베이어벨트에서 해당 구역의 물품을 빼내

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손가락이 끼이는 경우도 있다[1]. 

택배기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별 체계적인 위험

요인 분석 및 관리, 재해발생 사례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대책, 

사업장별 작업안전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작업별 위험요소에 

대해 근무조건,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택배기사들이 작업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접

근성이 높은 안전지침과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

재보험 적용 현황, 적용 사업장 특성과 산재발생 특성에 기초하

여 그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예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포

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을 연결하여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

화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

용 및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산

자료 중 산재 적용 자료와 산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향후 동

일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자료접근의 한계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 적용 전산자료 및 산재 원자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산재 적

용 및 산재발생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 수준은 연도별로 점점 감소하면서 산재발생율은 전체 근로

자에 비해 높고 점점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재 적

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소속한 사업장은 99%가 50

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

험 적용 수준을 높이면서 그들의 산재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소

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과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재예방 서비스가 제공이 필요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는 뇌 ․ 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었고 2017년 기준 업무상

질병 재해율도 전체 근로자에 비해 약 4배 높고 뇌 ․ 심혈관 질

환에 기인한 업무상질병 사망재해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약 

16배 더 높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사망재해를 포

함한 업무상질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포함한 적

절한 근무시간 관리,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관리, 뇌심혈관질

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신속하고 전문

적인 응급의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2017년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사고 산

재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약 4배 높고 주요 발생형태는 ‘교통

사고’, ‘넘어짐’, ‘끼임’이었다. 택배기사의 업무상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별 재해위험요인과 재해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작업

환경 개선과 함께 종사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사고예방 역량

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산재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산재 비적용 특수

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일반적 특성이나 종사 사업장 특성, 

산재발생 특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배제

를 신청한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 

특성, 근무조건, 근로환경, 산재보험 적용배제 신청 이유. 업무 

관련 재해발생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

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수준을 높이고 다면적인 산업재해 예

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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