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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2019년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산업재해자 수는

27,211명(24.9%)으로 전체 산업군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517명(25.6%)으로 전체 산업군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안전보건정

책은 중대재해 감소에 집중되어 2017년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가 합

동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완과 실천대책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국내의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업의 산

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오백여 명(‘18년 570명, ‘17년

579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재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건설업 사망자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발생형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

전안전성 심사, 확인점검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그

리고 재해감소를 위한 건설현장의 자구책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와 같은 안전선진국에서는 추

락사고관련 맞춤형 안전정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추락사고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추락사고관련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를 분석

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한 후 우리

나라의 관계법령 및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계법령 및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

시하여 궁극적으로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4단계로 분류 수행하였다. 첫째, 해외 추락사고 예방 관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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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령 및 효율성에 관한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국내

추락재해의 발생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추락사고의 주요 발생원

인을 조사한다. 셋째, 현재 국내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령과 해외

선진국에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령을 조사한다. 넷째, 발생원인과

관련 법령을 통해 비교기준을 도출하고, 국내·외 법령을 비교분석한

다. 다섯째,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수행 결과 개구부에서는 안전조치사항, 개구부의 위험표시 및

높이와 규격에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발판에서는 작업발판

의 설치 및 조립, 구조와 관련된 조치사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

다. 비계에서는 조립·해체·개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해외에 비

해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다리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규정과

사다리 작업 중이나 작업 후의 사다리 결함, 하중에 관한 규정이 미

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에서는 작업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추락사고관련 안전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추락사고 사망만인율(0.91‱)과 2017년 추락

사고 사망만인율(0.97‱)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선진국의 추락재해관련 법령비교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추락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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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19년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산업재해자 수는 27,211명

(24.9%)으로 전체 산업군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517명(25.6%)으로 전체 산업군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안전보건정책은 중대재해 감소에 집중되어 2017년 고

용노동부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완과 실천대책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국내의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업의 산재사고로 사

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오백여 명(‘18년 570명, ‘17년 579명)에 이르고 있다. 특

히, 안전보건공단 재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건설업 사망자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발생형태에 비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전안전성 심사,

확인점검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그리고 재해감소를 위한 건설

현장의 자구책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국내 건설업 사망자수와 추락사망자수 추이

<그림 1-1>은 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공개한 국내 건설업 사망자수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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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의 추이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사망자수는 점진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

을 위해 2015년 정부주도로 실시한 종합 계획인 제4차(2015-2019) 산재예방 5개

년 계획과 같은 정책이나 법령들이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됨에 있어 한계가 있음

을 의미한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51.5%)을 차지하는 국내 건

설재해는 건설업의 특성상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되고 상시 가변적인 공정 및 인

력투입의 다양성, 취약계층의 증가, 건설기계 장비의 위험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

로 인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추락사고는 가시설의 불안전한 상태, 영구 구조물의 인간공학적 배려를 하지

않는 구조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불안전 행동으로 어느 곳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재해유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추

락사고를 일순간의 방심으로 빚어지는 재래반복형 재해로 규명하여 제도적·법적

조치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큰 관

리 기준을 정하고 세부 준칙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정책을 연대별로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접근 방

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 일본, EU와 같은 안전선진국에서는 산재사고

맞춤형 안전정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건설 산재사망사고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

나 국내의 경우 각종 안전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낮은 해외 선진국의 추락사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계법령 및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건설업의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

추락재해관련 법령의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건설현장의 추락재해를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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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제도 및 기법과 비교 분석하여 관계법령 및 관련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4단계로 분류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추락사고 예방 관련 관계법령 및 효율성에 관한 문헌 조사 및 분석

을 실시한다.

둘쨰, 국내 추락재해의 발생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추락사고의 주요 발생원

인을 조사한다.

셋째, 현재 국내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령과 해외 선진국에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령을 조사한다.

넷째, 발생원인과 관련법령을 통해 비교기준을 도출하고, 국내·외 법령을 비교

분석한다. 다섯째,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방향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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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최근 10년간 (2009-2018) 국내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문헌

을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기법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안

전학회, 건설관리학회, 건축시공학회 등 유관학회의 논문들을 통해 국내 문헌을

고찰하였고 해외 안전관련 저널들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집하여 해외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분석자료와 산업재해 통계를 이용하여 국내 추락사고 현

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2.1 추락재해의 정의

추락(墜洛)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추락재해는 추락으

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락재해는 작업 시 실수에

의해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 하는 것을 말하여 다른 형태의 사고와는 다르게 사

전에 예상하지 못하는 재해유형이다. 따라서, 경고되거나 숙달할 수 있는 아차사

고(Near miss)는 거의 없으며 신체장애를 동반하는 중상해 이상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인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는 재해유형이다.

사영배[국내 건설산업의 추락재해 비용 분석]의 연구에 따르면, 추락재해는 일

반적으로 2m 이상의 고소추락(high-level falls)과 2 m 미만의 저소추락

(low-level falls)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영국 등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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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추락재해 예방 선행연구

2.2.1 국내 추락재해 예방 선행연구 고찰

정세균(2008)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델 연구에서

소규모 건설현장과 관련한 국내·외 안전기준과 원인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

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관련한 안전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박종근(2009)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비계와 관

련한 국내·외 안전기준을 분석하고, 추락사고의 원인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안홍섭(2009)은 추락사고 원인분석 및 효

과적인 예방대책 연구에서 추락사고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사례분석을 통해 위

험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돈홍(2011)은 지붕 작업 시 추락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모델 연구에서 지붕 작업과 관련한 국내·외 안전기준을 조사하고 재해 원인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심층

실태조사 결과 작업지휘자와 설치업자의 규정 미준수, 공사비 부족, 안전관리비

제약 등이 추가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작업발판 개정을 통해 안전

인식 제고 및 규정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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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주요내용 시사점

정세균

(2008)

- 소규모건설현장의추락사고예방을위한안

전모델개발

- 안전기준, 교육및사다리중심

- 소규모건설현장관련국내외안전기

준분석, 원인분석, 실태조사를통한문

제점도출및관련안전장치개발

박종근

(2009)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도입방안

- 비계관련국내외안전기준분석, 추

락사고원인분석, 실태조사를통한문제

점도출및개선방향제안함

안홍섭

(2009)

- 추락사고원인분석및효과적인예방대책수

립

- 추락사고관련국내외법규분석, 사

례분석 등을 통한 위험저감 방안을 제

시함.

최돈홍

(2012)

- 지붕작업시추락사고실태조사및안전모델

개발

- 지붕작업관련국내외안전기준분석,

추락사고원인분석, 실태조사를통한문

제점도출및개선방향을제시함.

최돈홍

(2018)

- 추락및전도관련사망사고분석결과중소

규모 현장 사고사망자의 다수는 안전통로 및

작업발판의미흡한설치에기인한것으로나타

남

- 심층실태조사 결과 기술, 교육, 규제, 관리,

비용등이포괄적으로지적되었음

- 이를 포괄적으로 구현한 ‘작업발판 등 기인

떨어짐사고사망재해인과지도모형’ 개발

- 작업발판 개정을 통해 안전인식 제고 및 규

정강화

-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뿐만아니

라여러차원에걸친간접적인원인도출

- 작업발판 등에 기인한 사고사망재해

직접원인의 배경에는 비용, 규제, 관리,

교육, 기술적측면의문제점들이간접적

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 작업발판과안

전통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대책을위해서는이러한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책이 실시되어야

함.

표 2-1 추락재해 관련 국내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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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외 추락재해 예방 선행연구고찰

건설산업은 높은 위험을 가진 산업 중 하나이다. 그중에서 추락사고는 건설현

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높은 사망사고와 부상을 기록하고 있다.

Chia-Fenchi는 추락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한 연관 관계를 재분류하고 이에 따

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2005), 또한, Hanapi.N.M은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자들이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 교육적 해결방안을 제시하

였다(2013). Mengchun Zhang는 작업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2013). Helen

Lingard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입법모델을 참고하여 안전규

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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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주요내용 시사점

Helen Lingard

(2001)

- 중소기업의 규모에서는 비용적인 문제 때

문에고소작업시중요한비계작업에투자를

많이하지않음

- 영국의 입법 모델을 참고하고

안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호

주 건설산업에서 위험관리를하는

데유용할것

Chia-Fen Chi

(2005)

- 낙상 원인과 위치, 개별요인,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낙상분류를용이하게하기위해코

딩시스템을개발및제시

- 기존의 추락 원인과 방지대책의 연관 관계

가명백하지않아실현가능한방지대책에대

해서분류하고제시

- 9가지의 추락사고와 원인에 대한 6가지 일

반적인해결방법의관련성을제시

- 회사와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수

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동기부여 및 피드백을 해야 할 필

요성이있음

Hanapi ,N.M

(2013)

- 작업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 개인추락방지장비를제공할필요성

- 베이스플레이트및토대에비계설치

- 난간은모든열린공간에서설치

- 모든비계의발판은견고하게설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자신

의 작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

술이있어야함

- 직원들은 작업자들이 고소작업

에 대한지식과기술을배울수있

도록 훈련 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

성이있음.

Mengchun

Zhang

(2013)

- 안전띠(Harness)의디자인개선필요제시

- 지속적으로 안전띠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알림의필요성제시

- 안전띠 착용이 필요한 곳이면 안전선 설치

필요성제시

- 관리자들이 안전띠 사용에 부정적인 표현

을하지않음의중요성제시

- 비계공들의 안전띠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 방법과 정신적인 방법과 같은

다양한접근이필요함

표 2-2 추락재해 관련 국외문헌고찰

이와 같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원인과 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국

외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방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와 적합성을 다시금 따져보아야 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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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추락재해 관련 발생현황분석

3.1 추락재해 발생현황

본 연구의 목적은, 추락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법령과 해

외 선진국의 법령을 비교하여 국내 법령의 개선안을 찾고 궁극적으로 추락재해

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업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이 선행

되어야한다. 본 절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한 산업재해 데이터를 분석

하여 최근 10년간 건설업의 추락사고 동향을 분석하였다.

3.1.1 전 산업 대비 건설업 재해 발생 경향

그림 3-1 전체 산업 재해율과 건설업 재해율 추이 (2001-2018)

<그림3-1>는 전체 산업군의 재해율과 건설업의 재해율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재해율은 2003년 0.90에서 2017년 0.4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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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업의 재해율은 2003년 0.87에

서 2008년 0.64로 전체 산업재해율과 비슷하게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0.65

에서 2013년 0.9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전 산업 대비 건설업 사망만인율 경향

그림 3-2 전체 산업 사망만인율과 건설업 사망만인율 추이 (2001-2018)

<그림 3-2>는 전체 산업과 건설업의 사망만인율 추이를 비교한 자료이다. 해

당 자료에 따르면 2001년-2017년까지 전 기간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의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전체 산업 사망만인율은 2.60‱

으로서, 2003년 2.76‱에서 2017년 1.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건설업도 같은 기간 사망만인율이 감소하여 2001년 2.79‱에서 2017년 1.90‱

으로 총 31.9%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201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고 2017년 기준 전체 산업의 사망만인율 1.05‱보다 건설업의 사망만인율

은 0.85‱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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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건설업 재해자수와 천인율 추이 (2009-2018)

3.1.3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 동향

<그림 3-3>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건설업 근로자수와 재해자수 추

이를 나타낸 표이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업 근로자는 2009년 3.21백만명

에서 2013년 2.57백만명으로 감소하다 2015년 3.36백만명으로 증가한 후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2.94백만명으로 2009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재해자수는 2009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2009년 20,998

명에서 2018년 27,686명으로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고 재해자수

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742명에서 8,608명으로 27.7% 증가하고 있

는 것 알 수 있다. 특히, 재해율이 증가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재해자수

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해서 재해율이 높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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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건설업 재해자수와 추락 재해자수 추이 (2009-2018)

3.1.4 건설업 재해자수 대비 추락재해자수 동향

<그림 3-4>는 건설업 총 재해자수 대비 추락으로 인한 재해자수의 추이를 나

타낸 자료이다. 2009년 건설업 총 재해자 수 20,998명 중 6,742명이 추락으로 인

한 재해자로 32.1%였으나 2017년 건설업 총사망자 수 25,649명 중 8,608명이 추

락으로 인한 재해자로 33.8%로 지난 10년간 추락으로 재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총 재해자수의 32%-3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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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건설업 사망자수와 추락 사망자수 추이 (2009-2018)

3.1.5 추락사망자수 대비 건설업 사망자수 동향

<그림 3-5>은 건설업 총 사망자수 대비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수 추이를 나타

낸 표이다. 2009년 건설업 총 사망자 수 606명 중 292명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로 48.2%였으나 2017년 건설업 총사망자 수 579명 중 276명이 추락으로 인한 사

망자로 47.7%로 지난 10년간 추락으로 사망자가 건설업 총 사망자의 47%-5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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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과 추락 사망만인율 추이 (2009-2018)

3.1.6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대비 추락사고 사망만인율

<그림 3-6>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과 추락으로 인

한 사망만인율의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2009년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은 1.8

9‱이고 2017년 1.90‱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만인율도

2009년 0.91‱에서 2017년도 0.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건설업

전체 사망자수와 추락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건설업 근로자 수의 감

소로 인하여 사망만인율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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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기인물별 추락사고 발생율 (2010-2018)

3.2. 기인물별 추락재해 발생현황

본 절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9년간 추락으로 발

생한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통계 분석하여 추락재해에 원인을 제공한 기인물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전체 발생률의 1% 미만의 발생률을 나타낸 기인물은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3-7>은 기인물별로 추락사고 발생률을 분석하여나타낸 결과이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9년간 추락으로 발생한 총 재해 건수는 3,986건이었으며,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다리가 26.9%로 가장 많은 발생률은 나타내고, 비계

(17.7%), 작업발판(13.2%),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상세정보 부족)(11.9%), 지붕·

대들보(4.8%), 단부(3%), 개구부(2.5%), 육상운반·특장차량(2.5%), 거푸집(2.1%),

철골빔·트러스(1.6%), 계단(1.4%), 기타 건물·구조물 등(1.2%), 인양설비·기계

(1.1%), 탑·전주(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 기

인물은 사다리, 비계, 작업발판으로서 전체 발생률의 57.8%의 추락사고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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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이 9년간(2010-2018년) 집계한 개구부에서 발생한 건설업의

추락사고 통계는 아래와 같다. 주요 사고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 사고, 헛디딤,

작업 지시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작업자 부주의 사고,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법규 미준수 사고,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개구부 덮개 등 파손으

로 인한 부품 손상으로 인한 사고, 자제 정리 미흡 등 기타로 인한 사고가 있었

다.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미끄러짐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설치

미숙에 따른 사고도 14%를 차지했다.

3.2.1 개구부

건설현장에서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시 개구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재를 운반하거나, 조도확보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개구부의 식별을 하지 못하

여 추락하는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미지 프로세싱~]. <표 3-1>는 산

업안전보건공단이 9년간(2010-2018년) 집계한 개구부에서 발생한 건설업의 추락

사고 통계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례로 헛디딤, 설치미숙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
개구부 추락사고

발생 건수(건) 발생율(%)

작업자 부주의 61 60%

헛디딤 15 15%

설치 미숙 14 14%

기타 3 3%

미끄러짐 3 3%

법규 미준수 3 3%

표 3-1 개구부 추락사고 사례 통계

이에 대한 국내 건설현장의 대책으로는 바닥 개구부의 덮개 설치 및 고정, 덮

개 파손 여부 확인, 주위 표시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 확인, 안전난간 설

치 등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 설치하여 작업 또는 이동 시 추락 방지등이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작업자의 의식부족, 편의를 위한 안전시설물 임의해체 등 효율

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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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작업발판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작업발판이나 안전통로에 대한 기술적 미흡, 규제적 미

흡, 교육적 미흡을 통해서 설치되어야 할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

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표 3-2>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9년간(2010-2018년) 집계한 작업발판에서 발

생한 추락사고의 원인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업자 부주의 원인이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으며, 설치 미숙, 헛디딤, 부품 손상, 법규 미준수 순으로 사

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미끄러짐, 헛디

딤이 전체의 69%를 차지했으며, 작업발판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사고 22%를

차지했다.

사고원인
작업발판 추락사고

발생 건수(건) 발생율(%)

작업자 부주의 195 37%

설치 미숙 114 22%

미끄러짐 98 19%

헛디딤 70 13%

부품 손상 41 8%

기타(구조물 낙하) 3 1%

기타(바람) 3 1%

작업자부주의(지시사항미준수) 2 0%

표 3-2 작업발판 추락사고 사례 통계 

이에 대한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대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하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3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작

업발판의 접합 부분이 튼튼한지 확인 및 고정용 못 등이 돌출되지 않았는지 체

크, 최초 설치 시에만 확인하지 않고 발판을 이동시킬 때에도 상태 체크등이 있

다.

3.2.3 비계

비계는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로써 영구시설

물에 비해 현장 구조적 안전성 검토, 자재 품질 검사, 설치 감리, 작업자 안전장

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부족한 구조물이다[김경훈, 가설비계 설치작업의

재해요인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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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9년간(2010-2018년) 집계한 비계에서 발생한

건설업의 추락사고 통계이다.

사고원인
비계 추락사고

발생 건수(건) 발생율(%)

작업자 부주의 280 40%

미끄러짐 145 21%

설치 미숙 128 18%

헛디딤 109 15%

부품 손상 30 4%

기타(구조물 낙하) 8 1%

기타(바람) 4 1%

법규 미준수 1 0%

표 3-3 비계 추락사고 사례 통계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작업

자 부주의로 인한 미끄러짐사고,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헛디딤 사고, 비계 설치

미숙으로 인한 사고, 부품 손상으로 인한 사고, 법규 미준수에 의한 사고가 있었

다.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미끄러짐, 헛디딤이 전체의 76%를 차지했으

며, 비계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사고가 1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이동식 비계 이용 시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이나 전도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고정,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는 지반침하가 우려될 때에는 합판, 각재 등을 설치

후 작업등이 있다.

3.2.4 사다리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의 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

으나, 편리성 및 잘못된 인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사다리

에서의 추락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기준 및

안전모델 제시에 관한 연구]. 다음 <표 3-4>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9년간

(2010-2018년) 집계한 사다리에서 발생한 건설업의 추락사고 통계 자료이다.



- 19 -

사고원인
사다리 추락사고

발생 건수(건) 발생율(%)

작업자 부주의 378 35%

설치 미숙 293 27%

미끄러짐 220 21%

헛디딤 88 8%

부품 손상 52 5%

기타 38 4%

법규 미준수 3 0%

표 3-4 사다리 추락사고 사례 통계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다리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으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 하부

상태 및 고정 상태 이상으로 인한 설치 미숙 사고, 구조물 낙하 및 바람 등으로

인한 기타 사고가 있었다. 이 중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미끄러짐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안전시설의 설치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27%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국내 건설현장의 대응으로는 2인 1조 작업 실시, 작업시 관리 감독

자 배치 및 감독하에 작업 실시, 사다리의 파손 및 고정설치 등 안정성 확인, 추

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높이 2m 이상인 고소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수 이동식 비계 또는 고소 작업대 설치등이 있다.

3.2.5 지붕

건설 현장에서 지붕작업은 마지막 시기에 수행되기 떄문에 구조물의 제일 높

은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는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작

업이다. <표 3-5>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9년간(2010-2018년) 집계한 지붕에서

발생한 건설업의 추락사고의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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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지붕 추락사고

발생 건수(건) 발생율(%)

작업자 부주의 63 33%

미끄러짐 49 26%

설치 미숙 39 21%

부품 손상 15 8%

헛디딤 13 7%

기타(구조물 낙하) 7 4%

기타(바람) 3 2%

기타 1 1%

<표 3-5> 지붕 추락사고 사례 통계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작업자의 부주의, 미끄러짐, 설치 미

숙 사고,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헛디딤 사고, 부품에 대한 결속 및 파손 등 부품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 특히, 작업자 부주의’ 원인이 약 60%에 육박할 정

도로 높았으며 작업자 부주의, 미끄러짐, 설치 미숙, 작업자 부주의(헛디딤), 부품

손상, 법규 미준수 순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작업자 건강 이상 여부 확인, 지붕이 노후화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지 미리 점검, 안전교육 실시, 지붕 기울기, 구조나 재질에 따

른 위험 요인 안내 및 작업 순서와 방법 교육 필수,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

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 노동자의

발이 빠지는 위험을 예방, 안전모 제공 및 착용 여부 체크, 안전대 걸이시설 확

보, 경사 지붕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위치에는 추락방호망 설치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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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외 추락재해 예방제도 및 기준분석

4.1 국내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1981년 11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1981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2호로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법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하

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기타 법령과

다른 점은 안전보건기준의 제시를 위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부속된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을 집행하기 위

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행할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

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

허·경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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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

현재 국내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에 관련한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안전난간, 사다리, 작업발

판, 개구부, 안전대, 지붕, 비계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조항

은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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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관련규정

안전난간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다리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작업발판 제42조 (추락의 방지)

개구부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안전대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지붕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비계

비계

제54조 (비계의 재료)

제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

제57조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

강관비계

제59조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

제61조 (강관의 강도 식별)

제62조 (강관틀비계)

달비계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달대/겹침비계

제65조 (달대비계)

제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제66조의 2 (걸침비계의 구조)

말비계 제67조 (말비계)

이동식비계 제68조 (이동식비계)

시스템 비계
제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70조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목재비계 제71조 (통나무 비계의 구조)

표 4-1 추락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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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계

1926. 450 범위 및 정의

1926. 451 일반적 요구사항

1926. 452 추가 요구사항

1926. 453 고공 리프트

1926. 454 교육 요구사항

1926 Subpart L App A 비계 사양

1926 Subpart L App B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를 위한 안전 액세스와 추락

예방의 표준

1926 Subpart L App C 국제 합의 표준 목록

표 4-2 추락관련 OSHA 안전기준

4.2. 미국의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

미국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은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OSHAct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이라고 한다. CFR은 Federal Register에서 발

표되는 모든 총칙 및 영구 규정을 포함하며 이중 노동(Labor: CFR Title 29)부

분에 건설업관련 안전기준 (29 CRF 1926)이 포함되어 있다. 29 CFR 1926은

Subpart A에서 Subpart Z까지 2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1926. Subpart M

(추락방지)에 추락관련 기준이 정리되어 있으며 추락관련 용어에 대해 상세히 수

록하고 있다. 또한, 지붕에서의 작업, 안전난간 시스템,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따

로 부록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조항은 <표 4-2>과 같다

이 중 비계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업 안전기준(CFR PART 1924) 중 Subpart

L-scaffolding으로 1926.450-1926.454에 용어 정의·적용·범위 등의 일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비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유사

한 비계로서 조립식 프레임형 비계(Fabricated frame scaffolds)가 있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SHA Act)에서 정의하는 시스템비계는 고정 연결점을 가진 기

둥에 정해진 기준에 의한 세로 수평고정기(runner), 운반대, 가새재 등이 상호 연

결 가능한 비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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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Subpart L App D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를 위한 훈련 주제 목록

1926 Subpart L App E 도면과 일러스트

추락

예방

1926.500 적용 가능한 범위, 응용 및 정의.

1926.501 추락방지의무

1926.502 추락방지 시스템 기준 및 사례

1926.503 교육 요구사항

1926 Subpart M App A 지붕 너비 결정을 준수지침

1926 Subpart M App B 가드레일 시스템을 준수지침

1926 Subpart M App C 개인추락방지시스템 준수 지침

1926 Subpart M App D 포지셔닝 장치 시스템 필수사항 준수지침

1926 Subpart M App E 추락방지계획 샘플 준수지침

철공공사 1926.760 추락예방

계단 및

사다리
1926.1053 사다리



- 26 -

4.3. 영국의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

영국의 안전관리제도는 법(Act), 시행규칙(Regulations), 명령(Order), 승인실무

규범(Approved codes of practice) 및 지침(Guidance)으로 다음 <그림 4-2>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시행규칙의 경우 법 및 명령의 위임이나 근거

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위원회(HSC, Health and Safety Commission)가 제정하고

있고, 노동부장관을 거쳐 승인을 받고 적용 및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다. 또한, 승인실무규범은 시행규칙과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 만든 예시 위주의

규범이며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그림 4-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위계

영국의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가 HSC에서 제정된 이후로

사망십만인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십만인율은 1981년(2.0)보

다 2019년(0.45)에는 5배정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도

Work at Height Regulations를 제정한 이후로는 사망십만인률은 지속적으로 감

소되고 있고 2014년도 이후 건설업의 추락사고는 평균 36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8/2019년에는 추락사고가 다른 유형보다 비중이 높으며 2014년부터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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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평균보다 4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국의 안전보건 규제체계는 기존의 포괄적인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반면에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이 너

무 많고 복잡하며 단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사업주의 법령준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 기존의 안전보건관련 법령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산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존하는 안전보건법령의 이익과 비

용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단순화, 명확화, 현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

며 모든 지침에 대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적용범위와 내용도 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 6일 영국의 안전보건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는 고소작업법(WAHR, The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를

제정하였다. 이법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실시 할 때 재해의 우려가 있으며 사망

사고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사망률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영국내의 추락 관련한 법규체계는 규칙(Regulations), 영국과 유럽의 작업 표준

(UK and European Codes and standards), HSE 의 가이드라인(guidance)과 승

인지침 정보, 산업체 가이드라인과 실행지침(Industry guidance and good

practice)등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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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규칙 (Regulations)

영국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초는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HASAWA;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이다. 이 법은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고용주의 공공대중에 대한 의무, 근로자 자신과 근로자 상호간의 의

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산업의 작업에 적용됨. 규칙(Regulation)

들은 의회에 의해 승인된 법규이다. 이 규칙들은 EC 집행부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으며 HASAWA에 의거해 제정되고 있다.

HASAWA는 목적지향적 법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 법에서는 목적을 명

시하고 있으나 시행방법을 담고 있지는 않다. HSE 가이드라인과 승인된 실행지

침(Approved Codes of Practice)은 안전관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고

용주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해 규칙(regulation)들은 위험요인들은 밝히고, 이에 대

한 예방조치 등을 기술하고 있다. 1992년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칙(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HASAWA에서는 고용주들이 산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들은 모든 산업 활동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일반적 규칙 외에도 건

설업처럼 위험이 특별히 높은 특정산업에 적용되거나, 특정 위험요인에 적용하기

위한 규칙들도 있다. 추락사고와 관련된 영국의 규칙들은 다음 <표 3-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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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HASAWA;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근로자 자신과 근로자 상호간의

의무에 대해 기술. 모든 산업의 작업에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칙

(MHSWR;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산업안전보건 관리 수행과 관련해

위험성 평가 등 주로 관리적 측면에서

위험성 평가 등 일반 사항들을 규정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칙

(PUWER;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2)

기계류를 포함한 작업시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성 요구에 대해서 명시

작업장 (안전, 보건, 복지)에 관한

규칙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환기, 난방, 조명, 작업장소, 좌석

및 복지시설과 같은 작업장의

기본적인 안전 보건 복지시설에

관해서 명시

개인보호구 규칙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Regulations, 1992)

사업장에서의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

산업재해, 직업병 및 위험발생 보고

규칙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85)

특정 산업재해, 직업병 및 위험사항

발생을 보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사항 명시

고소작업 규칙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 고소작업 계획,

고소작업에서의 장비 선택, 고소

작업지의 검사 등을 명시

표 4-3 영국의 추락사고 예방 관련 법규

위 규칙들 가운데 일반적 산업안전보건관리규칙과 고소작업과 관련된 규칙들

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칙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1992년에 제정된 후 1999년에 개정되어 시행된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수행과 관련해 위험성 평가 등 주로 관리적 측면에서의 일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모든 사업주는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동안 안전과 보건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적절하고도 충분한 위험성평가를 부칙(schedule)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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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

내용 등이 변경되면 검토해 재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고용주는 위험성 평가에

의해 나타난 안전과 보건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경보체제를 갖추어야 한

다.

(2)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칙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PUWER), 1992)

이 규칙은 기계류를 포함한 작업이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성 요구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작업 설시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을 평가한다. 특히, 작업 공간, 작업 높이, 작업 범위 등에 대하여 평가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 설비 사용 전에 작업자에게는 충분한 비 도입 시

작업장의 작업 조건과 유해요인을 고려하여 작업 설비 도입 지도와 훈련을 하도

록 하고 있다.

(3) 작업장안전ž보건ž복지에 관한 규칙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이 규칙은 환기, 난방, 조명, 작업장소, 좌석 및 복지시설과 같은 작업장의 기

본적인 안전․보건․복지시설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규칙에서는 추

락과 낙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4) 개인보호구 규칙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Regulations, 1992)

1992년 11월에 제정된 이 규칙은 사업장에서의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리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보호구를 지급 받은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의 망실

이나 결함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산업재해 직업병 및 위험발생 보고규칙 (Reporting of Injuriesm Diseases

and Dangerous Regulations, 1985)

1996년에 개정․시행된 본 규칙은 특정 산업재해, 직업병 및 위험사항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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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의사로부터 작업관련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사업주는 행정 기관에 반드시 질병 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고소작업규칙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2005 년 3월에 제정된 이 규칙은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적용되는 규

칙을 규정하고 있다.

4.3.2 영국과 유럽의 지침과 표준 (Codes and standards)

영국과 유럽의 지침(code)과 표준(standards)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침은 비계설치와 같은 임시적 작업 설계와 같은 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나 표준

은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와 같은 장치에 적용되며

강제성을 띠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영국표준(BS;

British Standard)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격(Specifications)들은

BS에 일치하는 요구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표준은 유럽연합과 상응하기 위해 다른 유럽국가와 연계되어 있다. 유럽

연합의 지침은 Eurocode(EC)로 표기되고, 유럽표준은 Eetonorms(EN)로 표기된

다.

4.3.3 HSE 가이드라인(Guidance)과 승인지침 정보

HSE는 특정산업 혹은 여러 산업에 걸친 특정 공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출판

하고 있다. HSE 가이드라인(Guidance)는 법률의 해석, 법규 준수 지원, 기술적

자문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며 있지만 가이드를 지키는 것은 강제성을 지

니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가이드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

승인된 실행지침(ACOP; Approved Codes of Practice)은 실행을 위한 실질적

예시제안, 법규 준수에 대한 제안에 사용되며, 특별한 법적 지위를 지니게 된다.

만일 어떤 고용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되었을 경우, 그가 ACOP와



- 32 -

다른 방법이라고 법규를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들은 법규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가이드와 ACOP는 종종 관련 규칙에 부속 자료로 제공된

다. HSE의 가이드와 ACOP에 더해, HSE는 다양한 산업을 위한 정보시트

(information sheet)를 출판하고 있다.

4.3.4 산업체 가이드라인과 실천 지침 (Industry guidance and best practice)

영국에서는 정부와 표준화 기구에 의해 출판된 공식적 정보 외에도 다양한 산

업군별 전문기관별로 관련 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산출된 정보들은 인증체계

(Certification schemes), 교육훈련 (Training), 실천가이드 (Best practice

guides), 요약시트 (Briefing sheets)와 같은 영역을 담고 있다.

영국의 HSE의 현장운영부서(Field Operation Division: FOD)에서 조사한 산

업보건법규 위반 시 법집행구조는 <그림 4-3>와 같이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1단계 서면 또는 구두 조언 및 가이드

2단계 경고

3단계 개선 및 금지통보

4단계 벌금 (하급심)

5단계 벌금 (상급심)

6단계 면허 승인 및 변경의 취소, 부정적인 공론화

그림 4-3 영국의 산업보건법규 위반 시 법 집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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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싱가포르의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

싱가포르는 인력부(MOM, Minstry of Manpower) 산하 산업안전부서(OSHD,

Occupational Safety & Health Division)에서 전반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을 관리 및 감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OSHD의 조직은 원래 6개 부서로 구

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5개 부서와　 작업장 안전보건위원회(WSH Council,

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약 270명) 및 검사관(약 150명)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직장안전보건법(WSHA)과

직장상해보상법(WICA) 및 하위 규정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다음 <표 4-4>과 같다.

부서 내용

Policy, info &
corporate
Services
Department

(정책정보서비
스부)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며 효과적인 정

보시스템, 자원, 사업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보건 경향과 위험을

분석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응대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

Inspectorate
Department

(감독부)

▪사업장이 안전보건 표준을 유지하도록 WHS 법률 집행

▪다양한 관할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면허 발급

▪전략적인 감독의 시행과 사업장 감시

Specialist
Department

(안전보건전문
가부)

▪다양한 재해와 직업병을 조사하며 WSH 표준을 개발

▪구체적인 WSH 위험요인과 산업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정보교환, 교육을 위해 국제단체와 협력

Work Injury
Compensation
Department

(산재보상부)

▪재해자와 사망한 직원의 가족을 돕기 위해 직장상해보상법

(WICA) 담당

▪사업장 재해, 위험 발생, 직업병 등 사고 보고 시스템 관리

Major Hazards
Department

(주요위험부)

▪주요 위험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표준 제정

▪안전보건과 관계된 담당자의 고용 및 배치

표 4-4 OSHD 부서별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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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싱가포르의 WSHA를 세부적으로 보조해주는 산업안전보건법보조규정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ubsidiary legislation)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법

중 건설업 추락사고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 규 내 용

Workplace Safety and

Health (General

Provisions) Regulations

일반사항 - 제 23조 추락방지대책

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nstruction)

Regulations 2007

건설업

- 제 26조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

- 제 33조 개인 보호 장비

- 제 47조 난간 및 토우보드(Toe-Boards)

- 제 73조 벽, 파티션 철거작업

- 제 77조 토공사 일반사항

WSH (Scaffolds)

Regulations 2011
비계 - 비계관련 사항

WSH (Work at

Heights) Regulations
고소작업 - 고소작업 관련 사항

표 4-3 영국의 추락사고 예방 관련 법규

위 보조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WSH 일반사항 규정

일반사항에서는 제 23조에 추락방지대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작업장의 소

유자는 작업장 바닥의 모든 구멍을 덮도록 한다. 또한,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

는 근로자에게 안전 확보를 위한 발판과 손잡이를 설치하고 불가능할 경우, 안전

장치 또는 안전벨트와 같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

다. 안전장치와 안전벨트가 제공된 경우, 생명줄이나 기타 고정 장치가 있어야 하

고 각 장치의 길이는 근로자의 작업 높이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해당 조건을 만

족하지 못하면 2m 이상 높이에서의 작업은 하여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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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SH 건설업 규정

이 규정은 건설업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추락사고 관련한 조항은

통로, 발판,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미끄러짐 방지 규정한다.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m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난

간 및 토우보드를 설치하며, 벽 또는 파티션 철거 시에는 반드시 작업발판을 사

용을 하도록 한다.

(3) WSH 비계 규정

WSH 비계 규정에서는 추락 및 다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비계, 강관

비계, 달비계, 목재 비계, 기타 비계, 승인된 연결부품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명시

하고 있다. 각 규정은 비계 사용 가능 여부와 전문 엔지니어의 설계 및 도면의

필요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다.

(4) WSH 고소 작업 규정

이 규정은 높은 위치에서 작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추락사고를 고

려해야하는 기인물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기인물은 계단, 옥상, 사다리, 깨지

기 쉬운 재료 등이 있으며 고소 작업의 노동 허가 시스템과 산업용 로프 및 개

인 보호 장비에 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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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인물별 법령 및 기준 비교 분석

우리나라의 추락사고관련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안전기준으로서

일본의 노동안전위생규칙 외 13개 규칙, 미국의 29 CFR part 1926 subpart M,

영국 HSE의 고소작업법(WAHR, The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독일의

BGV C22, 싱가포르 WSHA의 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nstruction)

Regulations 2007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안전기준의 항목별 유무를 표로 정리하였다.

5.1 개구부

개구부와 관련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미국 OSHA CFR 1910

Subpart D (1910.28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영국(The Construction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6

No.1592), 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 싱가포르 (Work at Heights Regulations

2013)에 대하여 아래 <표 5-1>과 같이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CFR 1910 Subpart D (1910.28(b)(1)-(7)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개구부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작업 중 개구부에서 몸을 기울어야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개구부

의 안쪽 아래가장자리가 39인치(99cm)미만이고 바깥쪽 가장자리가 4피트(1.2m)

이상일 때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개구부를 식별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 대비되는 색으로 최소 6피트

(1.8m)이상 바닥 마킹을 하도록 하는 등 개구부의 크기에 대한 기준과 방호조치

에 관해 수치적으로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그 외 사항으로 개구부의 출입통제가

설, 경고표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기술된 추락방지시스템은 CFR 1926.502

Subpart M(Fall Protection)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하중 및 규격을

수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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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미국 영국 싱가포르

위험

표시

어두운장소에서도

알아볼수있도록개구

부임을표시

주변지역과대비되

는색으로가장자리에

서최소 6피트(1.8m)

이상떨어진곳에바닥

마킹및경고선배치

높이 및

규격

개구부의안쪽가장

자리가표면으로부터

39인치(99cm) 미만이고

개구부의외곽가장자

리가 4피트(1.2.m) 이상

인개구부

높이 2m이상의작

업의개구부

안전조

치사항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또는

덮개등방호조치를

충분한강도를가진구

조로튼튼하게설치

난간등을설치하는

것이곤란하거나작업

의필요상임시로난

간등을해체하여야하

는경우추락방호망설

치혹은근로자안전장

치제공

개구부에몸을기울

여야하는경우개인추

락방지시스템에의해

작업자보호

작업자의부상위험

을방지하기위해필요

한경우개구부에는적

절한안전장치가통합

혹은장착되어야함

2m이상의떨어질

우려가있는모든개구

부는낙하를방지하기

위한난간이나덮개로

보호되어야함

표 5-1 개구부 관련 법령비교

영국에서는 The Construction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6

(1996 No. 1592 CHSW 1994)에서 개구부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작업자의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통합되어 있거나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 외의 사항으로

예외조항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개구부의 조건 등을 기술하고 있

다.

일본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의 노동안전위생규칙 519조 “추락 등에 의한 위험

의 방지”에서 개구부 관련규정이 기술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높이 2m이상

의 작업시 개구부에 울타리, 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

한 추락방지장치들이 설치가 힘들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제거해야할 경우 추

락방지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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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는 WSH, No. S 518 2 Work at Heights Regulations 2013에서

개구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2m이상의 높이의 개구부를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개구부로 인정해야하며 떨어질 위험이 있는 모든 개구부

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및 덮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구부에 관한 국내 법령과 해외 선진국의 기준을 비교한 결과, 국내의 기준은

일본과 안전조치사항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비교하여

안전조치사항, 개구부의 위험표시 및 높이와 규격에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및 일본에서는 안전조치사항으로 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난간 등에 대한 규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에서는 수치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추락방지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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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업발판

작업발판과 관련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미국 OSHA CFR 1926

Subpart L (1926.450-454 Scaffolds), 영국(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No.735), 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 싱가포르(Scaffold Regulations 2011)에

대하여 아래 <표 5-2>와 같이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CFR 1926 Subpart L (1926.450-454 Scaffolds)와 Jobsite Safety

Handbook, Second Edition 에서 작업발판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재하하중에 따른 허용지간을 규정하고 있

으며 적재하중의 최대 4배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작업발판이 겹치는 부위

에서 30.5cm 이상으로 겹쳐야 하며 양단이 구속되지 않을 시에는 45.7cm이상 길

게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작업발판 사이의 틈은 1인치 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등 기준에 대해 명확히 수치적으로 기술되어있다. 또한 작업발판에서의 미

끄러짐, 헛디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철물들을 발판아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

다. 그 외 사항으로는 벽과의 간격, 통로의 폭, 프레임과 재하하중, 사용자의 주

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2005 No. 735 WHR 2005)의 부

칙2 에서 작업발판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기준에 따르면 작업발판은

이용목적에 적합한 강도와 강성을 지녀야하며 작업시 작업자의 추락, 재료의 낙

하 및 작업자의 부상 등의 위험이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그 외 규정으로 작

업발판의 통로확보, 설치와 사용시 미끄러짐, 적재높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의 노동안전위생규칙 “통로, 발판 등” 및 “작업발판

사용기준”에서 작업발판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작업발판의 구조적 기준으

로써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 발판과 발판의 간격을 3cm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직방향으로 2m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락 위

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지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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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미국 영국 싱가포르

재료/

규격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료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없을 것

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구비한

재료

이용목적에 적합한

강도와 강성을 구비한

재료

작업발판 표면에

틈 발생 금지

추락, 낙하, 부상위

험이 있는 틈

설치/

조립/

구조

폭 40 cm 이상․발

판 틈 3 cm 이하․2

개소 이상 고정 최대

폭 160 cm 이하

제재목의 경우 경

사 1:15 이하

겹침 사용시 단 차

이가 1.5cm 이하

끝부분 돌출길이

10 cm 이상 20 cm

이하

완전히 고정․발판

과 수직기둥 사이 틈

1인치 이하

비계작업발판의 통

로는 18인치 이상․추

락방지설비 설치

미끄러짐․추락 유

발 기인물 적재 금지

겹침 사용시 6인치

이상 12인치 이하

고정시 적합한 장

치로 예방조치․작업

발판 표면에 어떠한

틈새도 있어서는 안

됨

전도 방지 설치

안전

조치

사항

2 m 이상의 고소작

업에 설치 의무화․최

대적재하중 표지판에

부착 발판 끝단둘레

표준안전난간 설치․

수평유지

미끄러짐 방지작

업․작업하는 곳과 작

업발판 모서리가 14인

치 이하

전봇대에서 10피트

이내에서는 설치, 사

용 금지

전도 및 뒤틀림 등

의 근로자의 안전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높이 이하로 적

재

작업발판과 건물(구

조물) 간격은 300mm

이내

해당적업 발판에

대한 접근 허용외의

어떠한 개방 없음

표 5-2 작업발판 관련 법령비교

싱가포르에서는 WSH, No. S 518 2 Scaffolds Regulations 2011에서 작업발판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기준에 따르면 작업발판의 높이의 안전조치사항

으로써 해당 작업발판과 구조물간의 간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사용

목적외의 작업 시 사용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의 작업발판에 관한 법령과 국내의 기준을 비교했을 때 재료 및 규격과

안전조치사항에서는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작업발판

의 설치 및 조립, 구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미국, 영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의 안전 조치사항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와 일본에서는 작업

발판 사이의 틈을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기준

인 1인치(2.54㎝) 이하로 기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유지해야 하

는 통로 폭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18인치(45.72㎝) 이내로 국내보다 넓은 통로

의 폭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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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계

비계와 관련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미국 OSHA CFR 1926 Subpart

L (1926.450-454 Scaffolds), 영국(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No.735),

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 싱가포르(Scaffolds Regulations 2011)에 대하여 아래 <표

5-3>과 같이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CFR 1926 Subpart L (1926.450-454 Scaffolds)와 1926 Subpart L

APP A - Scaffold Specifications에서 비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26.451-452에서 비계의 사용성, 지지조건, 추락방지, 추락물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계의 높이·폭을 고려하여 타이, 가새와 같은 방법으로 비계를 구조적으

로 지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선임하여 기상악화 및 흔들

림, 이물질 여부 등 비계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추락방지 대상은 OSHA

와 미국표준협회 ANSI에서 10피트(3m)를 추락보호 임계값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0피트 이상의 비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관과 사

업주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2005 No. 735 WHR 2005)의 부

칙2 에서 비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기준에 따르면 비계의 안전성을

위해 구조성능을 고려한 계산서 혹은 인정받은 표준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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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미국 영국 싱가포르

재료/

규격

재료의변형, 부식

또는심하게손상된것을

사용해서는안될것

강관비계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서정한

기준이상의것사용할것

충분한비계의

안전성을위해

구조성능을고려한

계산서를갖추거나

일반적으로인정받은

표준규정을따를것

견고한재료및

적절한강도이어야하고

결함이없어야하며

안전하여야함

조립/

해체/

개조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개조 하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등을 이용하여 추락을

방지할 것

조립, 해체, 개조

시관련 작업자 외 출입

통제 할 것

조립·해체·개조

작업은 자격을 갖춘

감독관에 의해서만

실시할 것

전선 및 전봇대

근처에 설치하지 않을

것

높이·폭 비율이 4:1

이상일 경우 타이, 가새,

이와 비슷한 방법

등으로 비계를 지지할

것

비계의 복잡함에

따라 조립·해체·개조

계획은 관련 자격을

갖춘 감독관에 의해

실시할 것

비계는 자격을 갖춘

감독관의 지휘 아래,

계획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작업자에 의해서만 조립,

해체, 개조를 실시할 것

비계책임자의

작업지시외에는비계가

설치, 재배치, 변경, 유지

보수, 수리또는

해체되지않도록함

안전

조치

사항

기상악화 혹은 비계

조립·해체·변경 작업시

발판 재료, 접합부, 연결

철물·재료, 손잡이 탈락

상태 등을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기상악화, 흔들림,

이물질 발견 시 비계를

이용한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것

3m 이상 높이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

작업 감독관은

조립·해체 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의 타당성

및 안전성을 검토

사업주들은 작업자의

추락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

비계 조립, 해체,

개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 작업자로부터

접근을 통제할 것

최대적재량은목재

비계의경우평방미터당

75kgf 이며그외의

경우에는평방미터당

220kgf

비계

종류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걸침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

통나무비계

강관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일체형(시스템)비계

비계 종류를

구별하여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

탑비계

발판비계

목재비계

달비계

표 5-3 비계 관련 법령비교

또한, 조립, 해체, 개조 작업을 계획할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감독관에 의해서

실시되며, 작업 진행 시 감독관의 지휘 아래 계획된 작업의 교육을 받은 작업자

에 의해서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이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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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고 표지판을 이용하여 작업자들의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의 노동안전위생규칙 제564조-제574조까지 비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비계에 작업발판

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계 조립·해체·개조 작업은 관련 교

육을 수료한 자를 작업 관리자로 선임하여 작업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

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재료 불량 여부 등을 항상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강관비계, 통나무비계, 달비계의 안전기준을 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WSH, No. S 518 2 Scaffolds Regulations 2011에서 비계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기준에 따르면 비계의 조립ㆍ해체ㆍ개조 시 비계책임

자의 작업지시 외에는 설치, 변경, 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계의 종류

를 탑비계, 발판비계, 목재비계, 달비계로 구분하고 각 비계의 정격하중을 수치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비계에 관한 법령과 국내의 법령을 비교했을 때 재료 및 규격과 안전

조치사항에서는 영국과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계

의 조립·해체·개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해외에 비해 미비한 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국내, 일본, 영국에서는 비계의 지지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비계의 높이·폭 비율에 따라 연결재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지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안전조치관련 법령에서도 미국은 사업주와 작업 감독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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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다리

사다리와 관련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미국 OCFR 1926 Subpart X

(1926.1053 Stairways and Ladders), 영국(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No.735), 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 싱가포르(Scaffolds Regulations 2011)에

대하여 아래 <표 5-4>과 같이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CFR 1926 Subpart X (1926.1053 Stairways and Ladders) 에서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Subpart X 1053 (a)에서는 주로 사다

리의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의하면 안전기준으로써 사다리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하중의 기준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는 달

리 Subpart X.1053 (b)에서는 작업자의 사다리 사용 시 유의사항을 중점으로 기

술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사다리는 우발적인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끄러

운 표면에 고정되거나 미끄럼방지용 안전화가 제공되지 않는 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중에 대한 조항으로는 사다리는 제조된 최대 의도 하중을 초과하

거나 제조자의 정격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조항으

로 파손되거나 부식된 구성 요소 또는 기타 구조적 결함이 있는 휴대용 사다리

는 즉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식별하거나 사용 금지 표시를 하는 등의 잠재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영국은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2005 No. 735 WHR 2005)의 부칙6

(Requirements for Ladders)에서 사다리로 인정하는 범위 및 안전기준을 규정하

고 있다. 위 법에서 의미하는 “사다리(Ladder)”에 대해 인정하는 범위로써 고정

식 사다리와 발판사다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HR 2005 Schedule 6

(5)에 의하면 휴대용 사다리는 윗면이나 하단 또는 그 근처에서 쇄기를 고정시키

는 단계에서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매달린 사다리는 안전한 방법으

로 부착되어야 하고 유연한 사다리를 제외하고는 변위될 수 없으며 흔들림이 방

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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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미국 영국 싱가포르

미끄럼

방지

미끄러짐 방지장치

를 설치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미끄럽지않은바닥

에사용또는고정시켜

사용

사다리에는 오일,

기타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물질을 없어야

한다.

고정, 미끄러짐 방

지 장치 또는 안정화

장치 등을 사용하여

미끄러짐 방지

지지

하중

사다리는 제조된

최대 의도 하중을 초

과하거나 제조자의 정

격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다리를 지탱하는

표면은 그 위에 놓일

사람과 하중을 안전하

게 지탱할 수 있어야

함

사다리

사용

환경

사다리식통로의기

울기는 75도 이하로

할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통로의기울

기는 90도 이하로하

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경우에는바닥

으로부터높이가 2.5미

터되는지점부터등

받이울을설치할것

평평한, 미끄럼방지

바닥, 사람 또는 차량

없는 장소, 우발적인

이동이 예상 가능한

지역

바닥은 안정적이고

튼튼해야 하고 충분한

강도와 적절한 구성품

으로 사다리를 안전하

게 지지해야 한다.

작업장의 모든 사다

리는 견고한 재료 및

적절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튼튼한 구조이고

결함이없어야함.

사다리

사용자

규정

사다리를 오르내리

는 중 최소한 한 손은

사다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항상 사용자가 확

실하게 손으로 사다리

를 잡고 안전하게 사

용자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사용

중지

파손된 사다리는

사용을 중지시킨다.

표 5-4 사다리 관련 법령비교

일본의 노동안전보건법의 노동안전위생규칙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와 접이식 사

다리 두 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위법에 따르면 이동식사다리와 접이식 사

다리는 공통적으로 튼튼한 구조이어야 하며, 사다리 재료는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동식사다리와 접이식 사다리의 차이점으로는 이동식

사다리는 사다리의 폭이 30cm 이상이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장치의 설비 및 뒤

집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접이식

사다리는 안전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을 가져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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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75도 이하로 하고, 동시에 접는 식인 것은 다리와 수평면과의 각도를 확실하

게 보유하기 위한 철물장치를 갖춰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Scaffolds Regulations 2011(WSH, No. S 518 2)에서 사다리

안전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위법에 따르면, 작업장 내의 모든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 및 적절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튼튼한 구조이고 결함이 없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다리를 지탱하는 표면은 그 위에 놓일 작업자와 하

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의 사다리 관련 법규를 비교한 결과, 우선 국내와 일본의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의 규정 폭이나 지면과의 각도 등의 관련 규정이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에서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 사다리에는 오일 및 기타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물질을 없애야 한다

는 등의 조치를 제시해놓은 반면 국내에서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국내에서

는 사다리의 설치 시 유의사항에만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

는 사다리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다리 사용자에 대한 규정과 사다리 작업 중이나

작업 후의 사다리 결함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다

리 사용 시 제조된 최대 의도 하중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등의 하중에 관한 규정

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하중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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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붕

지붕과 관련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미국 OCFR 1926 Subpart M

App E (1926.502), 영국(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No.735),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싱가포르 (Work at Heights Regulations 2013)에 대하여 아

래 <표 3-12>와 같이 정리하였다.

산 업 안 전 보 건 법 미국 영국 싱가포르

낙하

보호

사업주는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폭이 50피트

(15.25m) 이하인저

경사지붕에서지붕

작업을수행하는동

안낙하보호를제공

하는수단으로서단

독으로안전감시시

스템을사용할수있

도록허용한다.

모든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

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파라펫, 난간

또는 모든 고소 작

업장의 낙하 방지

대책을 장소가 사용

되기 전에 점검해야

한다.

낙하되기 쉬운 지

붕 또는 2m 이상 높

이 작업자에게 낙하

보호조치와 고정 장

치제공

작업자

의무

자격을 갖춘 근

로자만 지붕 외장을

설치해야 한다.

유자격자는 구역

의 한계를 결정해야

하며, 지붕의 첫 번

째 외장을 설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명

확히 전달되어야 한

다.

모든 사람은 다

른 사람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자신 또

는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인

지되는 고도의 업무

와 관련된 모든 결

함을 관리자에게 보

고해야 한다.

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

악천후시 작업중지/금지

하여야 한다.

비, 눈 또는 진눈

깨비 등으로 인한

습기가 많은 날씨인

경우 지붕 외장을

설치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발디딤을

하지 못한다면 지붕

외장 작업을 중지해

야 한다,

표 5-5 지붕 관련 법령비교

미국에서는 CFR 1926 Subpart M App E (1926.502) 에서 지붕에 대한 안전기

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에서는 주로 지붕 외장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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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에 의하면 지붕 구조물은 일부 외장이 설치될 때까

지 불안정하므로 지붕 시스템을 고정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

붕 외피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낙상 위험으로부터 개인적인 낙상 방지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만 지붕 외장을 설치할 수 있으

며, 유자격자는 구역의 한계를 결정해야 하고 지붕의 첫 번째 외장을 설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위법에서는 기후에 따른 지붕 작업 지

침 또한 명시되어 있는데, 위법에 따르면 비, 눈 또는 진눈깨비 등으로 인한 습

기가 많은 날씨인 경우 지붕 외장을 설치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발디딤을 하지

못한다면 지붕 외장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시간당 40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 때,

바람막이를 세우지 않으면 지붕 외장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국은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2005 No. 735 WHR 2005)에서 고소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에서는 모든 고용주는 합리적

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고소작업장소의 파라펫, 난간 또는 모든 고

소 작업장의 낙하 방지 대책을 장소가 사용되기 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소작업자의 의무에 관한 안전규정에 의하

면 고소작업자는 작업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고도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활동 또는 결함을 관리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또한, 고소작업자들은 일정 높이에 달려 있는 작업 장비 또는 안전장치를 사

용 시 작업 장비의 사용에 관한 훈련 및 관련 법령 규정 또는 해당 고용주로부

터 부과된 요구 사항과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 해당 고용주가 제공한 사용에 대

한 지침에 의하여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일본의 노동안전보건법의 노동안전위생규칙에서는 슬레이트 등의 지붕 위험의

방지에 대한 안전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높이가 2m 이

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해당

작업의 실시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켜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높이가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해야한다. 또한, 사업자는 슬레이

트, 나무 머리 판 등의 재료로 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밟아서 찔림

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 30cm 이상의 발

판을 마련하여 방망을 치는 등 밟아서 찔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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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Work at Heights Regulations 2013(WSH, No. S 223 8)에서 고소

작업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위법에서는 지붕 또는 2m 이상 높이에

서의 작업 시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고정 장치를 통해서 작업자가 지붕에서 미끄

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 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의 지붕 관련 법규를 비교한 결과, 우선 국내와 일본의 지붕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련된 일반사항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영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지붕 작업 시 발판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붕 작업 시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되는 모

든 활동 또는 결함을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는 등의 고소작업자의 의무에 대한

일반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지붕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

붕 작업 시 자격을 갖춘 근로자만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자격자

는 구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지붕 작

업 유자격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붕 작업의 자격 요

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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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추락재해란 작업 시 실수에 의해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 하는 것을 말하여 다

른 형태의 사고와는 다르게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는 재해유형이다. 따라서, 경고

되거나 숙달할 수 있는 아차사고(Near miss)는 거의 없으며 신체장애를 동반하

는 중상해 이상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인 건설업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재해유형이다. 이와같은 추락재

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사망사고가 낮은 해외 선진국의 추락사고와 관련된 법령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관계법령과 비교하여 국내의 추락재해 관련 법령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분석자료와

산업재해 통계를 이용하여 전체 건설업 사고 대비 추락사고 현황 및 기인물별

추락사고 유형에 따른 현황과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설업 재

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추락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건설업 전체 재해자의 33.2%, 사망자는 50.9%를 차지

하고 있다. 기인물별로 추락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추락사고 발생

률을 기인물은 사다리로 전체 26.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계(17.7%), 작업

발판(13.2%),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상세정보 부족)(11.9%), 지붕·대들보(4.8%),

단부(3%), 개구부(2.5%) 순이었다. 특히, 추락사고 5대 주요 기인물인 개구부, 작

업발판, 비계, 사다리, 지붕에서 가장 높은 추락사고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치미숙과, 미끄러짐에 의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추락사고 관련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를 살펴

보고 법령을 분석하였다. 법령의 비교를 위해 기인물별 특성에 맞게 세부항목을

구성하고 국내의 추락재해 관련 법령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구부에서는 일본과 안전조치사항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비교하여 안전조치사항, 개구부의 위험표시 및 높이와 규격에서 미

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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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작업발판에서는 재료 및 규격과 안전조치사항에서는 유사한 내용이 적

용되고 있는 반면, 작업발판의 설치 및 조립, 구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미

국, 영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의 안전 조치사항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계에서는 재료 및 규격과 안전조치사항에서는 영국과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고 있었다. 반면, 비계의 조립·해체·개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해외에

비해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다리에서는 국내와 일본의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의 규정 폭이나 지

면과의 각도 등의 관련 규정이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비

교하여 사용자에 대한 규정과 사다리 작업 중이나 작업 후의 사다리 결함, 하중

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붕에서는 국내와 일본의 지붕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에 관련된 일반사항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추락사고관련 안전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2009년 추락사고 사망만인율(0.91‱)과 2017년 추락사고 사망만인율(0.97‱)

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선진국의 추락재해관련 법령비교를 토대로 국내 실

정에 맞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추락사고를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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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2019 Industrial Accident Report,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been 27,211

(24.9%) which is the highest percentage of all industrial groups,

and 517 (25.6%) for deaths. Although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has

been on a gradual decline, the number of deaths from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been reached about 500 per year.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Korea Health and Safety Administration's analysis of

disaster statistics, deaths from fall account for about 50%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death and are overwhelmingly higher than other forms of

occurrence.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s various policies to reduce

construction accidents had not been actually applied to construction sites. On

the other hand,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Japan, Germany and Singapore, fall accidents had been reduc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customized safety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o analyze the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related to falls accidents, policies and projects implemented

to prevent falls for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in Korea.

To achieve the objective, First, investigate a literature into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fall accidents. Seco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fall accidents and identify the main cause. Third, investigate laws

currently applied to domestic construction sites and advanced countries.

Fourth, draw comparative criteria for the causes and compare domestic and

advanced contries laws related to fall accidents. Finally, analyze comparison

results and present improvement relevant laws.

As a result, Openings had been found to be insufficient in provision of

safety measures, risk indications, and height and specifications. Work platform

had been found to be insufficient in regulation of installation, assemb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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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Scaffold had been found to be insufficient in regulation of

disassembly, assembly, and convert. Ladder had been found to be insufficient

in regulation of user qualifications, defects after the operation and loads.

during and after the ladder operation. Roof had been found to be insufficient

in regulation of qualifications of workers.

Although the government's various safety policies related to the fall

accidents, the rate of death from the fall accidents in 2009 (0.91‱) and the

rate of death in 2017 (0.97‱) had been almost equal. In the future,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improving laws and policies suitable for domestic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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