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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별로 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있다. 건설업별 사고사망자 수, 

사고유형별 사고사망자 수,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는 5~49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낙상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재해 발생을 위한 가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

의 대형 건설 발주기관 위주로 실시되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본 연구는 도시생활주택의 

정의, 시공특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석·제시하고 추락사고 발생시 긴급구호절차 매뉴얼을 개발·확산하여 사망을 최소화하였다.

핵심용어: 도시형 생활주택, 추락재해, 사망자, 모의훈련실시 매뉴얼

ABSTRACT

According to the recent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at the End of December 2020”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ach industry is subject to industrial accidents. The number of accident deaths by construction industry, accident deaths by accident type 

fell, and accident deaths by workplace size were 5 to 49, indicating that most accident deaths occurred due to falling accident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urban living houses are small construction sites, and the probability of falling accidents is very high. Fall 

simulation training for disaster occurrence is conducted mainly by large construction ordering organizations in the public sector, and it is 

the first case in Korea that a housing construction company has conducted at a small construction site. This study analyzed and presented 

the definition,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and safety management status of urban living houses, and developed and spread an emergency 

relief procedure manual in the event of a fall accident to minimize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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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따른 업종별 사고 사망자는 건설

업, 재해유형별 사고 사망자는 떨어짐, 사업장 규모별 사고 사망자는 5인~49인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

짐 사고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추락재해 

발생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 대형공사 발주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전문건설업체가 실시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공

사특징,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추락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절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전파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호하여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2. 산업재해 발생현황(2020.12기준)

1) 업종별 사고 사망자

업종별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458명, 51.9%), 제조업(201명, 22.8%), 운수창고통신업(67명, 7.6%), 임업(16명, 1.8%), 

광업(8명, 0.9%), 전기가스수도업(2명, 0.2%), 기타(130명, 14.8%)으로 건설업이 제일 높다.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전기·가

스·수도공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기타의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기타는 감소했다.

Fig. 1. Accident deaths by industry

2) 재해유형별 사고 사망자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자는 떨어짐(328명, 37.2%), 끼임(98명, 11.1%), 화재·폭발·파열(72명, 8.1%), 부딪힘(72명, 8.1%), 

물체에 맞음(71명, 8.0%), 기타(65명, 7.4%), 깔림·뒤집힘(64명, 7.3%), 교통사고(61명, 6.9%), 무너짐(34명, 3.9%), 넘어짐

(17명, 2.0%)으로 떨어짐이 제일 높다. 사고 사망자는 물체에 맞음, 무너짐, 화재·폭발·파열, 교통사고, 기타는 전년 동기 대

비 증가 하였으나,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끼임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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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cident deaths by disaster type

3) 사업장 규모별 사고 사망자

사업장 규모별 사고 사망자는 5인~49인(402명, 45.6%), 5인 미만(312명, 35.4%), 100인~299인(78명, 8.8%), 50인~99인

(53명, 6.0%), 300인~999인(23명, 2.6%), 1000인 이상(14명, 1.6%)이며, 5인~49인 사업장이 제일 높다. 사고 사망자는 5인 

미만, 5인~49인, 100인~2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50인~99인, 300인~999인 사업장은 

감소했다.

Fig. 3. Accident deaths by workplace size

4) 사고사망자 종합요약

사망자는 건설업(458명, 51.9%), 떨어짐(328명, 37.2%), 5인~49인 사업장(402명, 45.6%)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떨어짐 사고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3.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 훈련 

3.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1)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2009.5)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 해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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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

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이다. 이것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한다.

①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단지형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

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 m2 이상 50 m2 이하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주택이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

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

립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하다<주택법 제2조 제4

호, 시행령 제3조 등>.

3)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신축규모가 30세대 이상의 경우는“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이며,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건

축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이다.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주거단지 진

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

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건축물도 포함한다.

Table 1.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f urban residential housing

Sortation Content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Housing corresponding to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exclusive area of 85 m2) of less than 300 households.

Housing law.

Enforcement 

Decree.

Article 3.

Hous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be built in urban areas pursuant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Apartment (apartment, row house, multi-family house) under the Building Act in 

accordance with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Complex-type row house. Multi-family house. A one-room house.

The floor area of one 

building exceeds 660 m2, and 

the number of floors is less 

than 4 floors. Houses

excluding one-room

type houses.

The floor area of one 

building is less than 660 m2, 

and the number of floors is 

less than 4 floors.

Houses excluding one-room 

type houses.

It is a house corresponding to apartment houses 

(apartments, townhouses, multi-family houses) 

under the Building Act.

∙ Independent housing for each household 

(bathroom, kitchen installed)

∙ It’s one space except for the bathroom (boiler 

room). If the castle is more than 30 m2 dedicated, 

it consists of two spaces.

∙ Exclusive area of 14-50 m2 or less for each 

household.

∙ Not install on the basement floor.

Mitigating the number of floors used as houses to the 5th 

floor during deliberation by the Build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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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훈련 실시현장 개요

1) 공사개요

∘
위치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8-33, 41번지

∘
대지면적 335 m2(101평), 건축면적 198 m2(59평), 연면적 659 m2(199평)

∘
건폐율 59%, 용적률 196%

∘
세대수 19세대(38~58 m2 / 11.5~17.5평), 1.5~2룸

2) 외관 디자인

Fig. 4. Bird’s eye view - A Fig. 5. Bird’s eye view - B

3) 평면 설계도면

Fig. 6. Floor plan Fig. 7. Standard Floor plan

4)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특징

∘
부지규모는 218~433 m2(개략 60~130평)

∘
1층은 주차장, 2~6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
공사비는 18억~20억(철거와 토목공사로 인하여 유동적)

∘
공사기간은 6~7개월 소요(설계 및 인·허가 제외)

∘
연인원은 1,900명 내외 투입(6개월 기준 시 평균 12명/일 투입) 

∘
현장소장 1명이 상주관리(전담 안전관리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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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부지가 협소하여 현장사무실 설치 불가

3.3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안전관리 실태

∘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안전활동 및 재해예방 조치 등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의존한다(전담안전관리자배치 없음).

∘
월 2회 현장 방문하여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안전활동 등을 제시하고 직접 현장안전교육을 진행하

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 등을 컨설팅한다.

∘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한다(주로 사용하는 용도).

∘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항에 의거한다(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Fig. 8. Example of technical guidance report by the disaster prevention institutions

3.4 추락재해 발생 대비 모의훈련

1) 취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재해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와 인명구조· 수습복구 활동으로 인

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소장과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한다

2) 대상현장 선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8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현장



Development of a Manual for Simulation Training in Preparation for the Fall Disasters of Urban Residential Housing Construction Works and Apply ∙ 45

3) 대상 현장 선정 사유

안전관리 모범현장, 안전교육장 설치(겸 휴게쉼터) 등

4) 예비훈련 실시

∘
일자 : 2021. 4. 26. 월요일(14:00~16:00) 

∘
참석자 : 공사팀장 및 현장소장 전원

∘
훈련내용 

-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추락재해 위험 요소 발굴, 추락재해 발생 대비 가상 시니리오 현장

설명 실시 등 

Table 2. Virtual scenario for simulation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

No Virtual scenario content

➀
On the 6th floor, the system scaffolding safety railing is a full-body mannequin and No safety helmet. Falling from there.

[Let’s throw : Site Manager]

➁ Site Manager move urgently to the floor where the mannequin falls and hangs.

➂
Indication of the disaster caused by the fall accident. [Construction team leader]

☞ Unconscious assumption due to concussion

➃
Implementation of emergency relief measures for the occurrence of a fall accident.

☞ Move the injured to a safe place to prevent secondary accidents

➄ Make an emergency call to the person concerned. [Site Manager]

➅ The official instructed me how to act on the phone. [Personnel Section Manager]

➆ Site manager i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personnel Section Manager.

∘
모의훈련 영상촬영 담당자 선정 및 방법 설명 

∘
준비물 설명

- 본사 : 중대재해 가상 시나리오, 행사 안내 현수막, 휴대용 스피커, 촬영장비 등

- 현장 : 전신 마네킨 2개, 응급조치키트 1세트, 안전조끼 1개, 빨강색 스프레이페인트. 안전포스터 부착 등

5) 실시훈련 

∘
일자 : 2021.4.27.화요일(13:30~16:00)

∘
참석자 : 공사팀장 및 현장소장 전원

∘
훈련내용 : 추락재해 발생 가상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실제 훈련 실시

Table 3. Photographs of simul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Table 3 Photographs of simul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 

No The content of the picture Related photos

① The construction site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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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otographs of simul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Table 3 Photographs of simul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 (Continue)

No The content of the picture Related photos

②
Installation of mock training banners in

preparation for serious disasters.

③ After arrangement,the Site inside view.

④
A panoramic view of the field safety training center(Rest area for 

multi use)

⑤
Best Practices-A for Safety Facilities

(Safety helmet holder)

⑤
Best Practices - B for Safety Facilities 

(Safety railing, safety poster)

⑤
Best Practices-C for Safety Facilities

(Fall prevention facility of the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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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otographs of simul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Table 3 Photographs of simul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 (Continue)

No The content of the picture Related photos

⑥
Describe a critical disaster virtual

scenario.

⑦

Go to a place where there is a risk of

falling accidents.

(6th floor slope safety foothold)

⑧
Mannequin falls from the construction site where the risk factors of a 

fall accident are located (Safety scaffolding on the 6th floor slope)

⑨

Mannequin fell without a safety helmet in a construction area where 

there was a risk factor for a fall accident.

(6th floor sloping roof safety foothold → 5th floor exterior veranda)

⑩

After moving to the location where the

mannequin crashed, the injured person was

transferred to a safe place to prevent

secondary accidents.

⑪

Checking the consciousness of the fall

accident and emergency relief.

[Psychological resu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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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otographs of simul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Table 3 Photographs of simul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a fall accident (Continue)

No The content of the picture Related photos

⑫
Emergency contact network operation due to a fall accident. After 

landline reporting, follow the instructions.

⑬
Evacuation of hospital by Emergency standby

vehicle with emergency relief mark installed.

 중대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매뉴얼(동영상 화면)

[ 출처 : 중대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 이명건설 집앤사 공사현장(네이버TV, 2021.4.29) ]

6) 모의훈련 실시 후 피드백 회의 결과

∘
참석자 대부분이 모의훈련은 처음 경험했다.

∘
추락재해가 발생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

∘
매년1회 현장순환하면서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가 필요하다.

∘
추락재해뿐아니라 다양하게 재해예방에 대한 실제 모의훈련 실시가 필요하다.

∘
추락재해 발생 대비 모의훈련 내용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했으면 좋겠다.

7) 기대효과

∘
현장소장과 작업자의 안전문화 의식 강화

∘
모의훈련에 따른 현장 정리정돈 및 불안전한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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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동주택현장에서 최초 실시에 따른 재해 발생 대응능력 향상

∘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모의훈련 실시 결과 동영상 공유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4. 맺음말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열악 한 경영 환경에 

처해있다. 기술력측면에서 취약하며 특히 안전관리부서나 전담안전관리자가 부족함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다. 추락재

해 발생대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 대형공사 발주기관 중심으로 실시되 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전문건설업체가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이다.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결과 현

장소장과 작업자의 안전문화 의식이 강화되고, 현장 정리정돈 및 불안전한 시설이 개선되고, 소규모 공동주택현장의 추락재

해 발생시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 본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매뉴얼이 파급되고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

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장관리자가 당황 하여 우왕좌왕하며 골든타

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구호 절차를 이행하며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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