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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orklift accident occurs in the logisitcs center. there are many kinds of accidents such as a casualty 

accident or a minor accident, etc. there are many other causes of accident, including poor　visibility and 

habitual operational mistakes The result of the accident is the phenomenon of cutting, falling,　scratching 

of the product. In the case of minor accidents, workers do not report accidents, so the occurrence of 

accidents is unknown. The customer receives the goods and then notifies them that they are defective 

product. After the product is returned, we can see that the forklift accident caused the problem of the 

product The result of the late response affects the image of the enterprise. In this study, we recognized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to prevent accidents and found out which of the education items could raise 

awareness of safety. As result of the study, disinfection and forklift maneuverability regarding speed were 

mentioned as the most important items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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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게차 사고는 조그만 부주의하면 발생한다. 특히, 지게

차 운전자의 경력이 많지 않거나, 경력이 오래되어도, 성

격 또는 습관에 따라 지게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

이 집중된 지역은 사고 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산

성 향상과 공급 시간의 요구로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이 낮아질 수 있다. 매일 경제신문의 내용에서 울산의 지

게차 사고의 경우, 2013년, 58건을 시작으로 잠시 증가하

였다가, 감소하는 현황이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및 주

변 근로자의 긴장을 늦추는 사이 발생하였다[1].

지게차 사용은 공장, 물류센터, 도로 등 많은 장소에서 

이용되는데 2018년 통계청 자료 운송창고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원인으로 사고 발

생 건수는 각각 604건, 429건, 424건 발생하였다. 산업

영역을 보면 운수업 택배업, 퀵서비스 항만하역, 화물취급

업, 관련 서비스 및 창고업이다[2]. 이 자료를 기준으로 

월평균 사고 발생은 1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의 경우는 모를 수 있고 현장에서 넘어갈 수도 

있다, 인사사고가 아니거나 큰 문제점이 되지 않으면 기업 

이미지 때문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

가 조금씩 발생이 되면 지속적인 신뢰 관계가 유지되기 어

렵다. 이런 사고의 발생원인 중 핵심을 찾아 중점으로 교

육을 통한 사고 발생 건수를 감소시켜야 제품이 차량까지 

안전하게 적재되고 최종 목적지까지도 이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사고 발생 원인의 핵심을 찾고 우선

순위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핵심을 

연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1. 서론, 2.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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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과 연구 결과, 4. 결론으로 구성하고 있다.

2. 선행연구

2.1 안 전

안전이란 직장 내 설비, 재료, 작업방식 등의 원인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3]. 안전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작업의 복잡성, 

작업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잘못된 습관적 행동 등

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을 예방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작업의 효율을 높

이므로 나아가서는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

2.2 안전교육

기관과 기업들은 구성원 교육에 대한 계획들이 많다. 특

히 대기업들은 연간 많은 내외부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기

개발 및 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둔 교육들이 많을 것이다. 

안전에 대한 교육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깊은 기업 또는 

기관들은 많이 실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일반

적인 안전교육만 할 것이다. 

도선사의 경우 좁은 수역 또는 항만에서 안전하고 신속

하게 선박을 조선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도선서 

면허 취득 후 특별한 교육 훈련 없이 업무가 진행된다고 

한다. 선박에 승·하선 중 추락사고, 인명손해 등의 안전 

중심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4]. 도선사로 인

한 선박 접안 시 사고,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교육 대

안으로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활용하도록 제시되었다[4]. 

운수 산업에서도 화물자동차 운전 적정 정밀검사 테스트 

중 거리 감각 테스트는 매년 측정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철도의 경우도 많은 위험 사건이 발생하는데 계

단, 게이트, 스크린도어 등의 시설물이 승강장, 통로 등에

서 많이 발생한다. 사고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 높다고 한다[5]. 도시철도 사고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집중이 요구되는 

곳이다. 연간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단순 영상물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이기에 다양한 계층의 인지에 대한 기대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5].

우리나라 재난 안전 분야의 직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수준별, 전문적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고 한다. 재난 안전 연구는 특정한 재난을 대상으

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루어져 왔으나 분절적으로 이루어

져 왔다는 한계가 있었다[6].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전

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내용이 정

립되지 않아 사례소개나 표준작업 방법만 강조하는 규범

적 정신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7]. 아직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산

업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 체계적이지 못한 이유는 경미

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공개하지 않

기 때문일 수 있다. 

모든 산업, 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

고 있으나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

아 재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

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여 한다. 특히 가벼운 사고 발생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

선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물류안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지게차 사고재해에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점 역량이 연구

되어야 한다. 

3.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조직 내 구성원들의 몰입은 매우 중요하다, 직무의 몰입

이 높을수록 직무의 집중도는 높아지고 생산성도 향상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고의 발생도 높아질 수 있다. 직무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은 휴식, 교육, 성취도, 인지도 등의 요인을 통

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평생학습역량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8], 기업은 구성원들의 새로운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리더십, 기획, 문제해결 등의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

고 효과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 각자의 평

생학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8].

물류센터 내 하역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이 이루

어지면 5톤 차량의 경우 수작업으로 하역을 할 때, T18 

사이즈 파렛트는 적재 시 30분 정도 소요된다. 물론, 숙련

자인 경우일 때다. 반면에, 지게차 작업은 5분 미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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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된다. 이유는 이미 공장에서 파렛타이징 되어 왔기 때문

이다. 생산성도 높아지고 휴식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여유

가 발생하지만 지게차 작업 과정에서 포크로 찍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포

크를 이동하게 한다. 파렛트를 찍는 경우는 아주 많이 일

어나지만, 제품을 찍는 경우는 알 수 없다, 제품이 손상되

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세

한 찍힘은 시간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장지

를 찍은 경우는 제품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포장지의 재질이 약한 경우 많은 찍힘 현상이 

발생한다.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9]을 보면 구체적인 분야별 

매뉴얼 및 행동 지짐이 아니라 통상적인 안전관리 매뉴얼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재 시 안전에 대한 예제를 포함

한 안전관리는 있고 다른 부분은 기본 매뉴얼로 알려주는 

수준의 안전수칙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안전관리보다는 지게차 안전

운행에 있어 필요한 역량 교육이 필요하고 역량 중 어떤 

역량이 더 지게차 안전교육에 필요한 필수 항목인지를 연

구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Figure 1]

은 연구모형이다.

[Figure 1] Research of Model

3.1.1 연구모형의 계층

[Figure 1]은 지게차 안전교육에 있어 안전에 대한 중

요성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하여 안전하게 작업에 집중하고 지게차 운행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하도록 교육 역량 중 핵심역량의 우선순위

를 위한 결정 모델을 연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룹에 속한 모든 

물류센터의 교육담당자를 기준으로 지게차 교육을 진행하

기 위해, 안전운전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데 어떤 요인이 

더 우선적인지를 연구하는데 각 계층별은 <Table 1>처럼

의 정의하였다. 그룹은 연구분석에서 언급하려고 한다. 각 

계층화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고 평가 기준이 복잡할 때 계층화하여 분석하여 객

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Table 1> Hierarchy of Factors

first hierarchy second hierarchy

안전성(Safety) 찍기(cutting)

속도성(High Speed) 낙하(Fall)

습관성(Habituation) 긁기(Scratch)

조작성(Operability) 밀림(Slides)

<Table 1>처럼, 1차 계층은 안전성(Safety), 속도성

(High Speed), 습관성(Habituation), 조작성(Operability)

으로 4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안전성의 경우 지게차 이동, 

제품의 이동 등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사고 발생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포크의 작동으

로 인한 제품을 찍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

되었듯이, 포크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포크의 위/아래 

작동을 감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레버를 한 번 움

직이는 높이가 얼마만큼 이동하므로 몇 번을 작동해야 안

전한지 운전자마다 다 다르게 작동하므로 파렛트를 찍거

나 제품을 찍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둘째는 속도성의 

경우 안전성과 유사할 수 있으나, 정규속도를 지킬 수 있

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정규속도가 일정할 수 없다. 일반

제품의 속도와 무게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품은 속도가 

다르고 반면에 생산성과 연관성이 있다. 속도가 빠르면 제

품의 낙하 위험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T18(1,800mm × 

1,450mm) 파렛트의 경우, 속도가 나면 T11(1,100mm 

× 1,100mm) 파렛트 보다 낙하 위험이 더 발생 가능성이 

높다. 더 넓어 낙하의 위험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T11(1,100mm × 1,100mm), 파렛트의 경우 지게차 포

크가 안쪽으로 기울면 T11이 더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

다. 이때 속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과속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는 습관성의 경우 지게차 운전 

방법이다,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정자세로 운전하지 않으

면 극도로 피곤함이 발생하고 집중력도 빠르게 떨어진다. 

하지만 운전자마다 편한 자세로 운전하는 경향이 높다, 처

음 운전을 할 때는 정자세로 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지만 

조금 익숙해 지면 편한 자세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맞다, 

특히 입승식 지게차의 경우 더욱더 많을 것이다. 습관성도 

조작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게차 운전은 이동 후 

멈추고 포크를 움직여야 하는데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

지 전부터 포크를 이동하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 시간

이 오래될수록 이런 습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습관들로 인해 제품, 파렛트, 렉 등의 시설물 및 제품에 

미세한 긁힘 현상이 발생한다, 꼭 긁힘 현장뿐만 아니라 

찍기 현상도 발생하는데 찍기보다는 긁힘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작성은 지게차 기능의 포크 

작동을 입승식의 경우 한 손 아니면 한쪽 팔로 작동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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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식의 경우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처음 지게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작동의 매

뉴얼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지게차 운전에 익숙할수록 한 

손 또는 한쪽 팔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크 기능의 

위/아래, 안/바깥, 좌/우, 전/후 방향의 버튼 기능을 한 손 

또는 한쪽 팔로 작동하게 되면 제품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지게차의 제동거리를 밀려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노후

화된 지게차의 경우도 제동거리가 짧지 않다. 따라서 지게

차가 밀림 현상이 발생하면 제품의 낙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긁힘 현상에도 발생할 수 있다.

3.2 연구분석

3.2.1 연구기법 이론

다기준 의사결정(multiple criteria)은 여러 대안이 있

을 때 여러 기준에 의해 하나를 선택할 때, 각 대안의 순위

를 제시함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다[11].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은 최

고의 선택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여러 대안의 결과가 

상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선택은 더욱더 어렵게 된다. 예

를 들어 기계구입 시 경제성과 생산성을 고려한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제성과 생산성은 상충관계를 이

루게 된다. 그렇다면 계층별 간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한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지를 분석하여 중

요점수를 도출하면 된다.

여러 대안의 서로 간 비교를 통해 어느 대안이 어느 대

안보다 더 중요하고 선호하는지를 수치를 얻게 되고, 서로 

간의 중요도 수치에 대한 일관성 즉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

석해보면 된다. 

일관성 분석을 위한 쌍대비교는 다음과 같다. 쌍대비

교를 통한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각 기준의 가중 

합계를 구하고, 일관성 측도를 구하며, 평균, 일관성 지수

와 비율을 구한다. 확률지수로 0.1 이하의 일관성 비율 

값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11].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가 0.1 이하가 나오면 일관성이 있

으므로 즉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각 대안의 가중치를 종합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된다.

3.2.2 연구분석

다기준(AHP)의사결정 기법을 적용하여 화장품, 유리

병 등과 같은 유리, 튜브 종류를 보관하고 있는 물류센터

와 플라스틱, 휴지 등의 일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류센

터로 구분하여 각 물류센터 종사자 중 교육과 관련된 담당

자 14명에게 질의를 하였다. 질의응답을 계층의 요인들 

간의 쌍대비교하여 중요도를 질의한 결과값은 <Table 2>

처럼 매트릭스 구조로 합성화된 표준행렬값과 중요도 값

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um of Determinant Matrix

category

general product container product

sum of 

matrix 
Importance

sum of 

matrix
Importance

Safety 0.681 0.170 0.658 0.164 

High Speed 0.581 0.145 0.691 0.173 

Habituation 1.559 0.390 1.334 0.334 

Operability 1.179 0.295 1.317 0.329 

용기품의 기준별 일관성 측도의 평균 람다(�)는 일반품

은 4.01이고 용기품은 4.04이다.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는 일반품은 0.00, 용기품은 0.01이다. 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은 일반품 0.00, 용기품은 0.162 값이 

나와 종합적으로 0.1 이하의 값이 도출되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조직의 일반품 계층 2의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은도 안전성(0.00), 속도성(0.02), 습관성(0.00), 

조작성(0.00) 순으로 나타나고, 용기품도 안전성(0.03), 

속도성(0.01), 습관성(0.00), 조작성(0.01) 순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인 계층 간의 신뢰성 결과는 신뢰수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결과

<Table 3>과 <Table 4>의 종합점수를 보면 모든 일반

물류센터 지게차 교육 항목에서 일반품의 경우 속도성이 

우선적으로 교육에 집중되어야 하고 용기품의 경우는 조

작성 교육이 집중되어야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일반품의 경우 안전성과 조작성의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의 의미는 일반품의 경우 용기품에 

비해 찍기, 낙하, 긁기, 밀림의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용기는 찍기, 긁기 등의 원인

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육안으로 인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품은 그렇지 않다. 포장지는 찍혀 있어도 제품의 앞부

분은 이상이 없지만 뒷부분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도 직

접 포장을 열고 제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없기에 심

각하게 안전성과 조작성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속도의 경우 빠르게 이동 중 다른 요인으

로 인한 낙하 또는 찍기의 사고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해

석된다, 뿐만 아니라, 초보자의 경우 속도가 늦어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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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급하게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하고 숙련자도 같은 이유로 속도를 높여 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판단된다.

<Table 4>의 안전성과 조작성은 유사한 결과값이 도출

되었다는 의미는 지게차 작동에 있어 매뉴얼 내용처럼 지

게차를 작동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용기는 유

리, 플라스틱, 튜브 등과 같은 제품은 일반품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확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응답자들이 인지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습관성 요인을 보면 일반품보다 높은 결과의 점수를 얻

게 된 것도 용기품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일반품은 경미한 사

고가 발생하여도 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 찍힘, 낙하, 긁힘 

등의 현상을 알 수 없다. 비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도 용

기 종류의 유리, 튜브 등의 제품은 용기 안의 물질들이 밖

으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품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물류 산업에서 물류센터,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에서 지

게차 사고는 경미한 사고부터 인사사고까지 발생하고 냉

동창고의 경우 폭발사고까지 발생한다, 냉동창고의 경우 

폭발사고는 일반창고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만, 안전에 대

한 준비성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항만 

터미널 및 항공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물류센

터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전문

성이 낮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교육장 환경과 교육 매체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환경은 교육생들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11]. 교육생이 교육을 받을 때 본인의 관심과 집

중이 되지 않으면 교육내용을 형식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

다,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내용에 대한 인지를 쉽고 빠르

게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핵심을 강화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일반품의 결과는 속도성의 항목을 

강화하고 속도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규속

도를 지키며 운행하도록 교육하며 교육 참가자들에게 속

독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용기품의 결과는 조

작성의 결과처럼 플라스틱, 유리, 튜브와 같은 용기는 잘

못하면 파손의 손상이 일반품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또한 시뮬레이션 할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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