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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용노동부 공문(최근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2022.4.4.)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후 2022.3.31.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했다. 공사규모로 보면 50억~120

억원 7건, 120억~800억원 5건, 800억원이상 5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은 떨어짐 9건(50%), 맞음 5건(28%), 무너짐 2건

(11%), 끼임 1건(5%), 익사 1건(5%)으로 조사됐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떨어짐과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는 안전시설물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방지망 ․ 개구부 ․ 안전난간이 완벽하게 설치되면 대부분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는 예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신축현장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 개

선을 통한 특허기술 개발과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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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official letter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cent guidance on the status of death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orough safety management, April 4, 2022), 17 deaths occurred in construction works worth more than 5 billion won until 

March 31, 2022. In terms of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7 cases of 5 billion won to 12 billion won, 5 cases of 12 billion won to 80 billion 

won, and 5 cases of more than 80 billion won occurred. The causes of death accidents were found to be nine cases (50%), five cases (28%), 

two cases of collapse (11%), one case of entrapment (5%), and one case of drowning (5%). Safety facilities need to be strengthened to 

reduce deaths caused by falling, which accounts for most of the deaths, and if fall prevention nets, openings, and safety rails are 

completely installed, most falling accidents can be prevented.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cases of development and use of 

patent technology through improvement of safety facilitie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corresponding to the fall of new urban living 

housing sites, which are small apartment houses.

Keyword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Fatal accident, Small apartment house, Safety 

facilities, Pat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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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고용노동부 공문(최근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2022.4.4.)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

행(2022.1.27) 이후 2022.3.31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했다. 공

사규모로 보면 50억~120억원 7건, 120억~800억원 5건, 800억원 이상 5건이 발생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Fig. 1과 같다

(KICS, 2022, p. 11). 사망사고 발생원인은 떨어짐 9건(50%), 맞음 5건(28%), 무너짐 2건(11%), 끼임 1건(5%), 익사 1건

(5%)으로 조사됐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떨어짐과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방지망 ․ 개구부 ․ 안전난간이 완벽하게 설치되면 대부분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는 예방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신축현장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한 특허기술 개발과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Fig. 1. Spring Forum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2022. 5)

2. 시스템비계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를 말한다. 강강관

비계에 비해 설치 해체가 용이하고, 강도가 높으며, 안전성이 우수하여 최근에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현장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스템비계 설치 사례는 다음 Fig. 2와 같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

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목적으로 만들

어진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완납한 건설현장, 전년 도급순위 

700위 미만인 업체이며, 조건이 충족되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에 6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며, 시스템비계와 수직보호망(1500D)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설치 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져 있으니, 자세한 금액은 설치 면적을 정한 후 금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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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w urban housing construction Site at Chongho-dong, Seoul

3. 안전시설물 개선 특허기술 개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

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3.1 안전그물망 설치기준

추락방지망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말하며, 다음 Figs. 3, 4와 같다.

1)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KOSHA Guide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C-31-2017 추락 방호망 설치 지침, C-110-2018 수직형 추락방

망 설치 기술지침

2) 설치기준

∙ 방망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 합격품(“KS”승인) 사용

∙ 그물코는 한 변의 길이 10 cm 이하 방망 사용

∙ 테두리로프는 PP로프 12 mm 이상(인장강도 15 kN 이상)으로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하

여 사용

∙ 달기로프는 PP로프 12 mm 이상(인장강도 15 kN 이상)으로 3 m 이하 동일 간격으로 설치

∙ 보강로프는 한 변의 길이가 3 m 이상일 경우 3 m 이하 동일 간격으로 설치

∙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cm 이상으로 설치

∙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틈 간격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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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 용단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은 사용 금지하고 즉시 교체 실시

∙ 추락방망 설치/해체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

Fig. 3. Standard drawing of safety net

Fig. 4. Safety net installation standard

3.2 개선활동 업무프로세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장과 협의한다. 다음단계로 개선대책을 수

립한 후 현장과 협의하여, 적용하고 피드백 확인한다. 개선활동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Improvement activity business process 

Regular

safety

inspection

Dentifying

Hazardous

Risk

Factors

Problem

Analysis

Establishment

and

consult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Implementation

(field application)

Check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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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선활동 업무프로세스 단계별 추진

1) 정기안전점검

매년 3, 6, 9, 11월(매월 안전의 날 4일 기준) 실시하며, 회사 자체 안전점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조치가 완료되면 3

년간 보관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Fig. 5와 같다(Kim, 2022b, pp. 3-6).

Fig. 5. Safety Check Sheet of New Urban Housing Site in Cheonho−dong, Seoul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중대재해 유형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건물 종단도 상에 다음 Fig. 6과 같이 표기한다. 

Fig. 6. Hazard Analysis

3) 문제점 분석

(1) 설계상의 문제점

외부단열공법 적용과 마감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외벽과 시스템비계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며, 관련 설계도면은 

다음 Fig. 7과 같으며, 시공상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현황은 다음 Fig.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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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nishing Detail by Finishing Materials 

(2) 시공상의 문제점 

① ② ③ ④

Fig. 8. Photos related to problem analysis 

① 외벽과 시스템비계 사이의 간격이 500 mm 전후로 떨어짐과 맞음 사고의 위험이 높다.

창호자재와 마감자재 인양 시 그물망 해체 후 재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설치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안전그물망의 결속상태 부실로 떨어짐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

③ 안전발판 사이 이격이 있어서 작업자 통행 시 발빠짐으로 인한 넘어짐, 낙하물 발생 등의 위험이 높다.

④ 안전발판이 솟아올라 작업자가 통행 시 발이 걸려서 넘어짐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

4) 개선대책 수립 및 협의

유해위험 요인 분석 후 개선방안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여 현장 및 특허 법률사무소와 협의하여 특허기술 3건을 출원했

다.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선행기술조사 이후 특허출원까지 평균 15일이 소요되었고, 출원부터 등록 까지는 평균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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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예상된다.

(1) 안전그물망 설치용 접이식 거치대(특허출원 : 제10-2022-0048901, 2022.4.20.)

기존 안전그물망 거치대의 기능에 안전그물망의 길이조정, 처짐방지, 자재인양 시 접기 등 부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치

대를 개발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Fig. 9와 같다(KIPO, 2022a, pp. 19-20). 

Folding cradle for safety net installation

Floor plan

Fig. 9. Design drawing for patent application

(2) 안전그물망 로프 설치용 조절식 고리(특허출원 : 제10-2022-0057097, 2022.5.10.) 

기존 안전그물망 로프와 수평비계 연결부에 로프 처짐 방지를 위한 길이조정, 자재인양 시 접기 용이 등 부가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조절식 고리를 개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Fig. 10과 같다(KIPO, 2022b, pp. 18-19).

Adjustable ring for installation of safety net rope

Elevation and sectional view Partial Detail view

Fig. 10. Design drawing for pat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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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이 조절식 소형 안전발판(특허출원 : 제10-2022-0069572, 2022.6.8) 

기존 안전발판과 발판사이의 이격발생과 안전발판 융기에 따른 발빠짐 ․ 전도 ․ 낙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길이 조정

식 안전발판을 개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Fig. 11과 같다(KIPO, 2022c, pp. 15-16).

Length-adjustable safety tread plate for steel pipe scaffolding

Conceptual detail drawing
Partial details drawing 

Fig. 11. Design drawing for patent application

5) 실시 

현장점검부터 산업재산권, 시험시공, 경진대회 참가, 출품전시와 금융조달까지의 전체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Table 2

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Table 2. Schedule for Development of Patent Technology for Safety Facilities Improvement

Sortation
Contents of 

the implementation

 Related

organization

2022 2023 2024

1/4 2/4 3/4 4/4 1/2 2/4 3/4 4/4 1/4 2/4 3/4 4/4

Site inspection

Identification of problems

and analysis, improvement

measures and consultation.

disaster prevention

agency

Industrial

property

rights

Patent application Patent office

&Trademark

officePatent registration

Test

construction

Test specimen fabrication
Professional

partner

Pilot installation and

operation
Cheonho Dong Site

Thesis

presentation

Announcement of the regular 

academic conference Association of 

Construction Safety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Contest

Korean Invention Patent 

Exhibition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and Safety 

Competi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Facilities Accident 

Prevention Competition

 Exhibition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Safety EXPO
KINTEX

Financing IP financing Financi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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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드백 확인

안전시설물 특허기술개발 추진 일정표에 의거하여, 일일 ․ 주간 ․ 월간 ․ 분기 단위로 확인 점검 피드백 한다. 정기적인 피드

백 과정에서 계획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오류 발견 즉시 수정 조치한다. PDCA 관리사이클은 다음 Fig. 12와 같다(Kim, 

2022a, pp. 33-39).

Fig. 12. PDCA Management cycle

4. 맺음말

안전시설물 개선 특허기술개발은 특허등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생산성

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며, 부가적으로 특허등록에 따른 기업의 기술브랜드 이미지 향상, IP금융 조달로 현금유동성 개

선, 특허기술 상품화로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콜롬버스 달걀’과 같습니다. 달걀은 동글동글한 모양새 때문에 세우기가 쉽지 않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는 계란을 세우는 데 성공한 일화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한테 보여준 달걀이며, 정

확히는 계란 밑동을 살짝 깨서 세운 것이지만 이는 '콜럼버스의 달걀'이라 하여 일단 하고 나면 매우 당연한 건데 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발상, 요악하자면 '발상의 전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

에 따라 창조경영을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발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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