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본 연구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건설재해 및 가설공사에 의한 재해 현황을 조사하고, 가설재 제조 및 

임대업체와 가설재 사용업체를 중심으로 가설재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가설재 사용실태에 관한 가설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설재해 예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 가설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경우와 (2) 가설재 사용업체의 경우로 분류하여 가설공사에 

있어서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에 관해 고찰 하 다. 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업계나 제도적인 환경위주로 이루어져 재해  사고 당사자인 가설재의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해

야하며, 또한 건설안전환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설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

결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가설업계의 실태조사와 가설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재 제조 및 임대 업체와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가설재해의 원인을 파

악하여 가설공사의 사고 예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가설재 제조 및 임대, 사용업체(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가설재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가설재해 예

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1〉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구

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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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e of temporary work accidents and suggests a improvement plan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in temporary works.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used: statistical analysis of construction accidents, questionnaire survey, and a case study. As 

conclusions, causes of temporary work accidents were showed and a improvement plan for the 

prevention of the accidents in temporary works was suggested for the 2 groups: (1) temporary 

material manufactures, lease and sales companies, (2)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use those 

temporar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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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림1 연구의 흐름도

 위와 같은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재해 및 가설재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관련문헌을 조사한다.

 둘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간한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산업재해 통계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국

내 가설재해 현황을 발생원인별, 공정율별, 작업공종별, 발생형태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국내 건설재

해 중 가설재해의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가설재 제조 및 임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가설재해의 원

인을 분석한다.

 넷째, 가설재 제조 및 임대 업체와 가설재 사용업체에 있어서 가설재해 예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한다.

 2. 건설재해 및 가설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건설재해

 2.1.1 가설재해의 특징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보면, 재해의 다양성, 

재해의 중대성, 재해의 연속성, 고용의 불안정, 공정의 다양성, 하도급 문제성 등과 같은 건설업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1.2 건설재해의 원인

 재해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되며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와 불안전행동으로 구분된다. 또한 간접 원인은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이런 것 중 기술적 원인은 장치, 건설물, 기계 등의 설계, 제작 점검, 보전 등의 기술상의 미비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교육적인 원인은 안전의식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관리적 원인은 안전에 대한 책임감 부족

으로 인한 작업 기준, 점검, 보건제도의 결함 등에 기인한다.

 



    표1 건설재해 직접원인                        표2 건설재해 간접원인

   

(1) 건설재해의 직접원인 및 세부항목 (2) 건설재해의 간접원인 및 세부항목

직접원인 세부항목 간접원인 세부항목

불안전한 상태

-구조물 자체의 결함

-안전 방호장치 결함

-복장 보호구의 결함

-구조물의 배치 및 장소 불량

-작업환경의 결함

-생산 공정의 결함

-경계표시 설비결함

-기타

기술적원인

-구조물의 설비 불량

-구조 재료의 부적합

-생산 방법의 부적당

-점검, 정비 보존 불량

-기타

교육적원인

-안전지식 불충분

-안전수칙의 오해

-경험, 훈련의 미숙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기타

불안전한 행동

-위험장소의 접근

-안전장치 기능 제거

-복장 및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

-기계, 기구의 잘못된 사용

-운전 중인 기계 손질

-불안정한 속도 조작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상태방치

-불안정한 자세 및 동작

-감독 및 연락 불충분

-기타

관리적원인

-안전관리 조직 결함

-작업수칙 미제정

-작업준비 불충분

-인원배치 부적당

-작업지시 부적당

-기타

       

                        

 2.2 가설재 

 2.2.1 가설재 종류

  (1) 거푸집 동바리류

  (2) 단관 틀비계류

  (3) 단관 비계류

  (4) 이동식 비계류

  (5) 기타 가설재

달기틀,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수직보호망, 안전난간지주, 달기체인,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안

전방지망, 철골용 크램프

 2.2.2 가설구조물의 요건

 가설구조물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므로 안전성이 우수해야하며, 작업성 및 

경제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고 가설구조물 계획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건이다.

 3. 국내 가설재해 현황분석 

 노동부에서 발간한 2005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130,09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1,059,19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5,411명이 발생(사망 2,493명, 부상 76,518명, 업



무상질병이환 7,495명)하 고 재해율은 0.77%이다. 2004년도 12월과 대비 재해자수는 3.9% 감소하 고, 

2003년 12월 대배 재해자수는 10.02% 감소하 다.

 3.1 건설업 재해 현황

 199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국내 산업재해 및 건설재해 현황은 아래의 〈표3〉와 같으며, 건설업

과 전 산업 재해율의 국가별 비교는 〈표4〉와 같다.

               표3  국내 산업재해 및 건설재해 현황  

년도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건설재해자

(사망자)

건설업 

점유율(%)

1990 132,893(2,236) 2.48 32,102(673) 27.9(30.0)

1991 128,169(2,299) 1.62 42,302(801) 33.0(34.8)

1992 107,435(2,429) 1.76 36,255(848) 33.7(34.9)

1993 90,238(2,210) 1.52 26,129(636) 28.9(28.8)

1994 85,948(2,678) 1.18 24,271(743) 28.2(27.7)

1995 78,034(2,662) 0.99 22,545(715) 28.9(26.8)

1996 72,548(2,670) 0.81 19,785(789) 27.6(29.5)

1997 66,034(2,742) 0.72 18,291(798) 27.7(29.1)

1998 51,514(2,212) 0.73 13,172(650) 25.6(29.4)

1999 55,405(2,291) 0.74 10,966(583) 19.8(25.4)

2000 69,976(2,528) 0.73 13,500(614) 19.6(24.3)

2001 81,434(2,748) 16,771(659) 20.6(24.0)

2002 81,911(2,605) 19,929(667) 24.3(24.0)

2003 94,924(2,923) 22,680(762) 23.9(26.1)

2004 88,874(2,825) 18,896(779) 21.3(27.6)

               표4 건설업과 전산업 재해율의 국가별 비교

국가 한국 일본 국 미국

재해율(%)
건설업 1.90 1.04 - 3.08

전산업 1.52 0.43 6.3 1.46

사망재해율

(만인율)

건설업 4.41 - 9.2 3.1

전산업 3.44 - 1.5 0.9

 위의 표에서 보면 건설재해자의 발생 추이가 2000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건설업의 재해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건설안전환경이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안전관리조직의 급격한 와해

와 공사실무자들의 사기저하,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 자율안전관리활동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어 위

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가설재해 현황

 산업안전공단에서 조사한 2000년에 발생한 중대 사망재해 455건의 표본 조사본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중대 사망재해 중 195건(42.9%)이 가설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5건의 가설재해

를 사고의 발생원인별, 공정율별, 작업공종별, 발생형태별로 가설재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분석하면 다음

과 같다.



 3.2.1 발생원인별 가설재해 현황분석

 발생원인별 가설재해현황을 요약해 보면 〈표5〉와 같다.

      표5 발생원인별 가설재해 현황분석

구분 가설재 미설치 불량 가설재 사용 작업방법 불량 설치상태 불량 기타

발생건수 74 46 42 32 1

발생비율(%) 37.9 23.7 21.8 16.0 0.6

 상기의 〈표5〉에서와 같이 가설재 미설치로 인한 재해가 74건(3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불량 가설재의 사용으로 인한 재해가 46건(23.7%), 작업방법의 불량으로 인한 재해가 42건

(21.8%)순으로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설재 사용업체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값싼 가설재를 요

구함에 따라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동종업계와의 기술정보 교류 및 신기술개발의 능력 부족, 

품질관리 부재로 인한 비규격품 가설재들의 양산 등이 발생원인별 가설재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3.2.2 공정율별 가설재해 현황분석

 공정율별 가설재해현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공정율별 가설재해 현황분석

구분
공정율

계
20%이하 21∼40% 41∼60% 61∼80% 81%이상

발생건수 32 33 35 48 47 195

발생비율(%) 16.5 16.7 18.2 24.4 24.2 100

 상기의 〈표6〉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설재로 인한 중대재해는 공정율 61∼80%에서 48건(24.4%), 

81%이상에서 47건(2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정율 41∼60%에서 35건(18.2%) 순

으로 조사되었다.

 공정율별 중대재해는 전 공정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발생되고 있으나, 공정이 진행될수록 그 발생율

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공정율이 진행될수록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을 나타내고 있다. 

 3.2.3 가설재 관련 작업별 재해 분류

 가설재 관련 작업별 재해를 분류하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가설재 관련 작업별 재해분류

구분 설치작업 해체작업 이용등 계

비계작업 발판 4(7.0) 8(14.0) 11(19.3) 23(40.3)

거푸집 지보공 5(8.7) 9(15.7) 0(0.0) 14(24.6)

사다리 0(0.0) 0(0.0) 7(12.3) 7(12.3)

계단 통로 0(0.0) 0(0.0) 6(10.5) 6(10.5)

개구부 0(0.0) 0(0.0) 5(8.8) 5(8.8)

기타 2(3.5) 0(0.0) 0(0.0) 2(3.5)

계 11(19.3) 17(29.8) 29(50.9) 57(100)



 4. 가설재 사용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신기술, 신공법 등 새로운 공법이 사용되고 많은 발전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가설산업의 경우 사용자 요구에 의해 낙후된 기술력으로 생산하여 오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및 기자재 도입 등으로 선진국형 가설재를 생산 유통하게 되었지만 가설 업계의 

세성과 전문인력 부족, 신제품 연구개발의 부족으로 인하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가설재 제조 및 임대의 환경과 사용업체(일반건설업체)의 환경을 구분하여 

가설재 사용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다.

 4.1 가설재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가설업계는 제조업체와 임대 판매업체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가설재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가설산업의 현황과 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체운 자와 실무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가설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 다.

 1) 가설구조물과 안전사고의 상관관계

 가설구조물과 안전사고의 상관관계는 건설업체, 가설재제조,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 으며, 다음

의 〈표8〉과 같다.

      표8 가설구조물과 안전사고의 상관관계

구분 매우 접 접함 관련없음 미응답 전체

건설업체 23(76.7) 7(23.3) 0(0.0) 0(0.0) 30(100)

가설재제조, 임대 42(70.0) 17(28.3) 0(0.0) 1(1.7) 60(100)

 

 조사결과 건설업체와 가설재 제조 및 임대업체의 관련 종사자 모두 가설구조물이 안전사고와 매우 

접한 관계가 있고, 가설구조물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가설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요소

가설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설재의 하도급 전가

  ② 국내 총액 최저 입찰제에서의 저가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비의 부족

  ③ 적정가설공사비의 미확보로 인한 가설환경의 열악

 이중 가장 심각한 가설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요소인 가설재의 하도급전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만 도급을 주는 경우에서 자재도급까지 하도급에 전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경

기지역의 임의의 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각 업체별 가설재 도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표9〉와 

같다. 

       표9 업체별 가설재 도급현황

건설업체 거푸집지보공 단관파이프 틀비계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A ○ ○ △ ◇ ◇

B ○ ◇ ○ ◇ ◇

C ○ ○ ◇ ◇ ◇

D ◇ ○ ◇ ○ ◇

E ○ ◇ ◇ ◇ ◇

* ○ : 원청지급    ◇ : 부분지급    △ : 하도급전가



 5. 가설재해 예방에 관한 개선방향

 가설재 제조 및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와 가설재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가설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재해 예방에 관한 개선방

안을 가설재의 제조 임대업체, 가설재 사용업체의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 가설재 제조 임대업체의 경우

  (1) 가설재 제조업체의 육성

 현재 가설재 제조업체의 가동율 30%를 믿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수생산업체가 파산하고 있

는 실정으로 매우 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량 가설재 유통으로 인해 가설재 제조업

체의 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

의 가설재를 제조할 수 있게 하고, 가설재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을 통해 가설재 제조업체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능성 가설재의 연구개발

 가설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자재가 쉽게 부식되고 관리가 어려워 전용횟수가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볍고 견고하며 인체치수에 적합한 인간공학적 제품 개발과 내구성이 향상된 가설재

의 개발 보급하여야한다.

 5.2 가설재 사용업체

  (1)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가시설에 대한 비용 고려

 사용업체는 가설재를 포함한 안전가시설 비용을 설계이전 단계에서부터 계획하여 포함시킴으로써 가

설재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및 가설재에 대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 가설재 품질검사기준 모델 개발 및 보급

 가설재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의 가설재 반입 및 사용에 있어서는 

주로 관행에 의한 형식적인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재의 반

입에서부터 적재, 사용, 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품질검사 절차를 모델화 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설

재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3) 기존 불량가설재의 폐기 유도

 현재 건설업체나 임대업체가 많은 양의 비규격 비검정 불량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많은 양의 비규격 비검정 불량 가설재

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업체 자율적으로 기존의 불량가설재 및 유통되는 불량 

가설재에 대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가설재 제조 및 임대,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가설재 사용실태에 관한 가설재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가설재해 예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이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통해 건설재해 및 가설재해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가설재 제조 및 임대업체와 가설재 사용업체를 중

심으로 가설재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를 가설재 제조 및 임대업체와 가설재 사용업체(일반

건설회사)로 구분하여 진행한 결과, 가설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전국적인 가

설업계의 실태조사와 가설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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