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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으로 전년과 동일

 - 규모·재해유형·작업내용·기인물별 등 재해발생 요인별 세부 분석

□ 고용노동부는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확정 발표했다.

<주요 특징>

� 산재 사고사망자(882명)는 전년대비 27명 증가(3.2%�)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대비 사고사망자수 30명 증가한 51.9%(45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은 22.8%(201명)로 5명 감소

�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714명)가 발생했고, 5인 미만이 
35.4%(312명), 5~49인에서 45.6%(402명)를 차지

�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7.2%(328명), ‘끼임’ 11.1%(9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인적특성으로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39.3%(347명)가 60세 이상이며, 외국인은 
10.7%(94명)로 나타남 

[전체 현황]

□ (총괄)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

(3.2%↑)했다.

ㅇ (사고사망자) `19년 역대 최초로 800명대 진입했으나, `20년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 등의 영향으로 27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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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고사망만인율) 전반적인 감소세로 ‘20년은 `19년과 같은 0.46‱
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전체의 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 제조업은 201명(전체의 22.8%)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했다.

ㅇ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2.00‱, 제조업 0.50‱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 %p, ‱p)

구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산업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020년 882 0.46 458 51.9 2.00 201 22.8 0.50 223 25.3 0.18

2019년 855 0.46 428 50.1 1.72 206 24.1 0.51 221 25.8 0.18

증 감 27 0.00 30 1.8 0.28 -5 -1.3 -0.01 2 -0.5 0.00

   * 기타산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122명), 운수·창고통신업(67명), 임업(16명), 광업(8명), 농업(7명) 순

□ (규모별) 5~49인에서 402명(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각각 43명, 11명 증가했다.

ㅇ 사망만인율도 5~49인은 0.05‱p, 5인 미만은 0.04‱p 상승했다.

ㅇ 50~299인에서는 131명(14.9%), 300인 이상에서는 37명(4.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각각 16명, 11명 감소했고,

- 사망만인율도 50~299인은 0.04‱p, 300인 이상은 0.03‱p 하락했다.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020년 882 0.46 312 35.4 1.04 402 45.6 0.49 131 14.9 0.29 37 4.2 0.12

2019년 855 0.46 301 35.2 1.00 359 42.0 0.44 147 17.2 0.33 48 5.6 0.15

증감 27 0.00 11 0.2 0.04 43 3.6 0.05 -16 -2.3 -0.04 -11 -1.4 -0.03

   * 건설업 근로자 수 산정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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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유형별)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 뒤집힘‘(6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ㅇ 전년 대비 ’떨어짐‘(19명↓), ’끼임‘(8명↓), ’부딪힘‘(12명↓), ’깔림 뒤집힘‘(3명↓)

등 대부분의 재해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ㅇ 그러나 ’화재‘*,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32명, 22명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20.4.29, 38명 사망) 

   ** 건설업에서 16명 증가(26→42명), 제조업에서 12명 증가(12→24명)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사업장외
교통사고 화재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882 328 37.2 98 11.1 72 8.2 71 8.0 64 7.3 54 6.1 46 5.2 149 16.9

2019년 855 347 40.6 106 12.4 84 9.8 49 5.7 67 7.8 49 5.7 14 1.6 139 16.3

증 감 27 -19 -3.4 -8 -1.3 -12 -1.6 22 2.3 -3 -0.5 5 0.4 32 3.6 10 0.6

□ (연령별)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이 72.4%(63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고,

ㅇ 특히,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62명 증가하여(285→347명),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상회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882 42 4.8 64 7.3 137 15.5 292 33.1 347 39.3
2019년 855 51 6.0 80 9.4 144 16.8 295 34.5 285 33.3
증 감 27 -9 -1.2 -16 -2.1 -7 -1.3 -3 -1.4 62 6.0

□ (외국인) 총 9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건설업 46명, 제조업 38명),
전체의 10.7%를 차지(전년도 12.2%)했다.

ㅇ 전년대비 건설업에서는 감소(3명)했고, 제조업에서는 동일했다.

(단위: 명, %, %p)

연도 계
건설 제조 기타산업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94 46 48.9 38 40.4 10 10.6
2019년 104 49 47.1 38 36.5 17 16.3
증 감 -10 -3 1.8 0 3.9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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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총 괄) 사고사망자는 458명(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2.00‱로 전년대비 0.28‱p 상승했다.

□ (금액별) 1~20억원 미만에서 170명(37.1%), 20~120억원 미만에서 81명

(17.7%)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년대비 각각 38명, 10명 증가

했다.

ㅇ 사고사망만인율은 1억원 미만(5.17‱), 1~20억원 미만(3.36‱), 20~120억원

미만(1.99‱), 120억원 이상(0.80‱) 순으로 높아서,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ㅇ 한편, 120억원 이상에서 사고사망자가 91명(19.9%) 발생했는데, 전년대비

20명이 감소했고, 사망만인율도 전년대비 0.14‱p 하락했다.

(단위: 명, %, ‱, %p, ‱p)

구분
소계 1억원 미만 1～20억원

미만
20～120억원
미만 120억원 이상 분류불능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만인율 비중만인율 비중만인율

2020년 458 2.00 108 23.6 5.17 170 37.1 3.36 81 17.7 1.99 91 19.9 0.80 8 1.7 2.63

2019년 428 1.72 108 25.2 4.20 132 30.8 2.31 71 16.6 1.61 111 25.9 0.94 6 1.4 1.93

증감 30 0.28 0 -1.6 0.97 38 6.3 1.05 10 1.1 0.38 -20 -6.0 -0.14 2 0.3 0.70

     * ‘분류불능’은 건설기계관리사업 등 공사금액이 없는 경우임

□ (공사종류별) 건축공사의 사고사망자가 237명(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년대비 보수공사(33명↑), 건축공사(8명↑)에서 사망자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p)

구분 소계
건축공사 보수공사 토목공사건설기계공사 산업설비 조경공사 기타공사 분류불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458 237 51.7 87 19.0 63 13.8 18 3.9 8 1.7 8 1.7 28 6.1 9 2.0

2019년 428 229 53.5 54 12.6 63 14.7 28 6.5 8 1.9 7 1.6 35 8.2 4 0.9

증 감 30 8 -1.8 33 6.4 0 -0.9 -10 -2.6 0 -0.2 1 0.1 -7 -2.1 5 1.1

    * ‘분류불능’은 건설기계관리사업 등 공사종류가 없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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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공사’(237명)의 사고사망자는 주로 ‘공장 창고(92명, 38.8%),

’상업겸용건물’(71명, 30.0%) 공사에서 발생했으며,

- 특히, ‘공장 창고공사’(92명)는 이천 화재사고 영향으로 32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p)

구분 계
공장·창고 상업겸용건물 단독주택 등 아파트 기 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37 92 38.8 71 30.0 28 11.8 25 10.5 21 8.9

2019년 229 60 26.2 73 31.9 25 10.9 39 17.0 32 14.0

증 감 8 32 12.6 -2 -1.9 3 0.9 -14 -6.5 -11 -5.1

ㅇ 보수공사(87명)의 사고사망자 대부분은 `떨어짐`(66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보수공사 중 떨어짐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

(46→66명)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끼임　 깔림.
뒤집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87 66 75.9 7 8.0 3 3.4 4 4.6 1 1.1 6 6.9
2019년 54 46 85.2 5 9.3 1 1.9 1 1.9 0 0.0 1 1.9
증 감 33 20 -9.3 2 -1.3 2 1.5 3 2.7 1 1.1 5 5.0

□ (재해유형별) ‘떨어짐’(236명), ‘물체에 맞음’(42명), ‘부딪힘’(38명), ‘화재’(36명),

‘깔림 뒤집힘’(33명), ‘무너짐’(2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ㅇ 전년대비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29명 감소했으나(비중 61.9→51.5%),

‘화재’*(30명↑), ‘물체에 맞음’(16명↑) 사고사망자는 증가했는데,

    *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20.4.29, 38명 사망)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물체에맞음 부딪힘 화재 깔림․뒤집힘 무너짐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458 236 51.5 42 9.2 38 8.3 36 7.9 33 7.2 24 5.2 49 10.7

2019년 428 265 61.9 26 6.1 30 7.0 6 1.4 23 5.4 23 5.4 55 12.9

증 감 30 -29 -10.4 16 3.1 8 1.3 30 6.5 10 1.8 1 -0.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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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1.5%를 차지하는 `떨어짐’(236명)은 주로 비계
(19.9%), 지붕 대들보(19.9%), 철골빔 트러스(11.9%)에서 발생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비계 지붕,

대들보
철골빔,
트러스 단부 사다리 육상운반·

특장차량 개구부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36 47 19.9 47 19.9 28 11.9 24 10.2 13 5.5 13 5.5 11 4.7 53 22.5

2019년 265 46 17.4 44 16.6 19 7.2 26 9.8 29 10.9 15 5.7 15 5.7 71 26.8

증 감 -29 1 2.5 3 3.3 9 4.7 -2 0.4 -16 -5.4 -2 -0.2 -4 -1.0 -18 -4.3

- 한편, `물체에 맞음’(42명) 사망사고는 주로 `운반, 상 하역 및 운전
작업‘(19명)과 ̀물체의 연결 조립, 설치 해체 작업’(9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운반,상·

하역및운전작업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그밖의
건설관련작업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42 19 45.2 9 21.4 6 14.3 6 14.3 2 4.8
2019년 26 13 50.0 3 11.5 3 11.5 5 19.2 2 7.7
증 감 16 6 -4.8 6 9.9 3 2.8 1 -4.9 0 -2.9

□ (연령별) 사고사망자의 77.3%(354/458명)가 50세 이상이며,
41.9%(192/458명)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ㅇ 전년대비 대부분 연령층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크게 증가(144→192명, 48명↑)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458 11 2.4 22 4.8 71 15.5 162 35.4 192 41.9
2019년 428 14 3.3 27 6.3 73 17.1 170 39.7 144 33.6
증 감 30 -3 -0.9 -5 -1.5 -2 -1.6 -8 -4.3 48 8.3

ㅇ 60세 이상 사고사망자 347명 중 192명(55.3%)이 건설업에서 발생,
60세 이상 사고사망 증가(62명)의 다수가 건설업(48명, 77.4%)인 것
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p)

구분 계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건설업 30 -3 -0.9 -5 -1.5 -2 -1.6 -8 -4.3 48 8.3

전업종 27 -9 -1.2 -16 -2.1 -7 -1.3 -3 -1.4 62 6.0



- 7 -

<‘떨어짐’ 재해 세부 분석>

□ (개 요) 사고사망자 236명(51.5%) 발생으로 재해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떨어짐‘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

□ (금액별)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161명(68.2%)이 사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120억원 미만 공사에서만 전년대비 6명 증가

                                                                                (단위: 명, %, %p)

구분 계
1억원 미만 1～20억원미만 20～120억원미만 120억원이상 분류불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36 77 32.6 84 35.6 45 19.1 29 12.3 1 0.4

2019년 265 79 29.8 92 34.7 39 14.7 52 19.6 3 1.1

증 감 -29 -2 2.8 -8 0.9 6 4.4 -23 -7.3 -2 -0.7

* ‘분류불능’은 건설기계관리사업 등 공사금액이 없는 경우임

□ (공사종류별) ‘건축공사’에서 131명(55.5%) 발생했으나 전년대비 32명
감소한 반면, ‘보수공사’에서 66명(28.0%)으로 20명 증가

(단위: 명, %, %p)

구분 소계
건축공사 보수공사 토목공사 건설기계

공사 산업설비 조경공사 기타공사 분류
불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36 131 55.5 66 28.0 12 5.1 7 3.0 4 1.7 1 0.4 14 5.9 1 0.4
2019년 265 163 61.5 46 17.4 12 4.5 15 5.7 6 2.3 2 0.8 19 7.2 2 0.8

증 감 -29 -32 -6.0 20 10.6 0 0.6 -8 -2.7 -2 -0.6 -1 -0.4 -5 -1.3 -1 -0.4
* ‘분류불능’은 건설기계관리사업 등 공사종류가 없는 경우임

□ (기인물별) ‘비계’와 ‘지붕·대들보‘가 각각 47명(1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철골빔·트러스‘에서 28명(11.9%)으로 전년대비 9명 증가

(단위: 명, %, %p)

구분 소계
비계 지붕,

대들보
철골빔,
트러스 단부 사다리 육상운반·

특장차량 개구부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36 47 19.9 47 19.9 28 11.9 24 10.2 13 5.5 13 5.5 11 4.7 53 22.5

2019년 265 46 17.4 44 16.6 19 7.2 26 9.8 29 10.9 15 5.7 15 5.7 71 26.8

증 감 -29 1 2.5 3 3.3 9 4.7 -2 0.4 -16 -5.4 -2 -0.2 -4 -1.0 -18 -4.3

□ (연령별) 60세 이상에서 105명(44.5%) 발생하여 전년대비 14명이 증가

(단위: 명, %, %p)

구분 계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36 5 2.1 12 5.1 31 13.1 83 35.2 105 44.5
2019년 265 7 2.6 12 4.5 42 15.8 113 42.6 91 34.3
증 감 -29 -2 -0.5 0 0.6 -11 -2.7 -30 -7.4 1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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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총 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201명(22.8%)으로 전년 대비 5명 감소

했고, 사망만인율은 0.50‱로 전년대비 0.01‱p 하락했다.

□ (규모별) 5~49인에서 120명(59.7%), 5인 미만에서 38명(18.9%)이 발생

하여 50인 미만의 사고사망자가 158명(78.6%)으로 대부분을 차지

했는데,

ㅇ 사고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0.94‱), 5~49인(0.70‱), 50~299인(0.32‱),

300인 이상(0.11‱) 순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ㅇ 한편, 50~299인에서는 34명(16.9%) 발생하여 전년대비 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미만 50～299인 미만 300인 이상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020년 201 0.50 38 18.9 0.94 120 59.7 0.70 34 16.9 0.32 9 4.5 0.11
2019년 206 0.51 43 20.9 1.07 121 58.7 0.70 30 14.6 0.28 12 5.8 0.15
증 감 -5 -0.01 -5 -2.0 -0.13 -1 1.0 0.00 4 2.3 0.04 -3 -1.3 -0.04

□ (재해유형별) ‘끼임’이 가장 많은 60명*(29.9%), ‘떨어짐’이 41명

(20.4%), ‘물체에 맞음’이 24명(11.9%)으로,

    * 건설업과 달리 `끼임` 재해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은 특성

`20년 끼임 사고사망 비중: (전체) 11.1% (건설업) 3.1% (제조업) 29.9%

ㅇ 전년 대비, 대부분의 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으나,

`물체에 맞음`은 크게 증가(12→24명, 12명↑)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끼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폭발․파열 깔림·
뒤집힘 부딪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01 60 29.9 41 20.4 24 11.9 18 9.0 15 7.5 14 7.0 29 14.4

2019년 206 66 32.0 32 15.5 12 5.8 14 6.8 24 11.7 22 10.7 36 17.5

증 감 -5 -6 -2.1 9 4.9 12 6.1 4 2.2 -9 -4.2 -8 -3.7 -7 -3.1



- 9 -

ㅇ 한편, ‘물체에 맞음’ 사망사고는 다양한 작업에서 발생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p)

구분 계　
운반,상·하역 및
운전작업

물체의
가공,취급작업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4 11 45.8 6 25.0 5 20.8 2 8.3
2019년 12 8 66.7 1 8.3 2 16.7 1 8.3
증 감 12 3 -20.9 5 16.7 3 4.1 1 0.0

□ (작업내용별) ‘기계기구, 설비 설치 보전작업’에서 81명(40.3%),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54명(26.9%)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단위: 명, %, %p)

구분 계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운반,상․하역
및운전작업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물체의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그밖의
건설관련작업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01 81 40.3 54 26.9 30 14.9 21 10.4 5 2.5 10 5.0
2019년 206 79 38.3 60 29.1 31 15.0 23 11.2 4 1.9 9 4.4
증 감 -5 2 2.0 -6 -2.2 -1 -0.1 -2 -0.8 1 0.6 1 0.6

ㅇ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40.3%(81명)를 차지하는 ‘기계기구, 설비 설치
보전작업’ 사망사고는 주로 `끼임‘(45명), `떨어짐’(16명) 재해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p)

구분 계
끼임　 떨어짐 폭발·

파열
물체에
맞음　 감전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81 45 55.6 16 19.8 7 8.6 5 6.2 2 2.5 6 7.4
2019년 79 42 53.2 8 10.1 2 2.5 2 2.5 7 8.9 18 22.8
증 감 2 3 2.4 8 9.7 5 6.1 3 3.7 -5 -6.4 -12 -15.4

□ (연령별) 사고사망자의 64.7%(130/201명)가 50세 이상이며,
31.3%(63/201명)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ㅇ 전년 대비, 대부분 연령층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증가(45→63명, 18명↑)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01 14 7.0 25 12.4 32 15.9 67 33.3 63 31.3
2019년 206 23 11.2 29 14.1 39 18.9 70 34.0 45 21.8
증 감 -5 -9 -4.2 -4 -1.7 -7 -3.0 -3 -0.7 1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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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고사망 20% 감축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산

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3.25.)」)

ㅇ 첫째,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현장 규모별 사망사고 예방

ㅇ 대규모 현장,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 실시

- 안전보건리더회의 등을 활용, 본사 안전관리 조직·인력·예산 등 안
전관리 역량 제고 및 소속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유도

-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는 본사 및 모든
소속현장 감독 등 특별관리 실시

ㅇ 중소규모 현장, 기술지도 중심 안전관리 강화

-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누락 방지

-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 시공현장, 하위등급 기술지도기관
지도현장 등 고위험 현장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 실시

- 50억 미만 현장에 대해 추락방지를 위한 지원 품목 확대

* 現: 시스템비계 → 後: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 추가

ㅇ 초소규모 현장, 기술·재정지원 대폭 확대

- 세움터에 착공 신고된 현장 등 파악된 현장은 즉시 무료 기술지도

-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 비율* 확대

* 예시) 現: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 지원 → 改: 80% 지원

□ 제조업 등의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강화

ㅇ ’끼임‘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

- 100인 미만 끼임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약 5만개소) 밀착 관리 

- 위험기계 기구의 수리 점검을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 
확인 및 조정의무 부과

* 작업일시·내용·기간 등의 정보 사전파악 및 하청업체들간 작업 조정

-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지원

* 소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기술·재정지원 강화*,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위
험기계 및 작업공정 환경개선 융자 지원(3년간 5,000억원)

ㅇ 화학사고 예방관리 강화

-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중점관리를 추진하고, 위험수준에 따른 공정
안전 관리 실시



- 11 -

ㅇ 둘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ㅇ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지킴이, 안전공단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 

엄정한 행․사법 조치 실시

* 고용부(총괄), 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ㅇ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대폭 

늘어난(‘20년 108대 → ’21년 404대) 패트롤카를 집중 투입하여 점검 감독

ㅇ 셋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 추진

ㅇ 대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 독려

ㅇ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의 진단,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ㅇ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로 ‘떨어짐’,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ㅇ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착관리

하고,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 중이며,

-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재 

사고사망 감소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면서,

ㅇ ”기업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안전경영 확립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오현석 사무관(☎044-202-751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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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0년 산업재해 주요 지표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증감율

ㅇ 근로자수(명) 18,974,513 18,725,160 249,353 1.3

ㅇ 사망만인율(‱) 1.09 1.08 0.01 0.9

- 사고 사망만인율 0.46 0.46 0.00 0.0

- 질병 사망만인율 0.62 0.62 0.00 0.0

ㅇ 사망자수(명) 2,062 2,020 42 2.1

- 사고 사망자수 882 855 27 3.2

- 질병 사망자수 1,180 1,165 15 1.3

ㅇ 재해율(%) 0.57 0.58 -0.01 -1.7

- 사고 재해율 0.49 0.50 -0.01 -2.0

- 질병 발생률 0.08 0.08 0.00 0.0

ㅇ 재해자수(명) 108,379 109,242 -863 -0.8

- 사고 재해자수 92,383 94,047 -1,664 -1.8

- 질병 재해자수 15,996 15,195 801 5.3

※ 재해자수에는 ‘18.1.1.부터확대적용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통상출퇴근재해는제외

※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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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0년 사고사망재해 주요 특징

□ 사고사망재해 총괄 현황

ㅇ (업종별) 최근 10년간 건설업 사망자 수는 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유지

 - ‘20년에는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에서 절반이 넘는 458명(51.9%)이 발생

<그림1> 최근 10년간 업종별 사고사망 추이 <그림2> ’20년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ㅇ (규모별) 10년간 전체 규모별 사망자 수는 감소세, 5인 미만의 감소세가 가장 완만

   - ‘20년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81%인 714명이 사망

<그림3> 최근 10년간 규모별 사고사망 추이 <그림4> ’20년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ㅇ (유형별) 10년간 떨어짐, 끼임 등 사망사고는 감소세이나, ‘20년에도 절반 차지(48.3%)

<그림5> 최근 10년간 유형별 사고사망 추이 <그림6> ’20년 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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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특성

ㅇ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재해가 전체의 60.7%(278명)를 차지

  - 120억원 이상이 19.9%(91명), 20~120억원 

미만이 17.7%(81명)

ㅇ (재해유형) ‘떨어짐’이 236명(51.5%)으로 가장 큰 비중, 기인물은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중 소분류에 속하는 비계 및 지붕, 대들보에 의해 각각 47명(20%)이 사망   

     

□ 제조업 사고사망재해 특성

ㅇ (규모) 5인 미만에서 38명(18.9%), 

5~49인 규모에서 120명(59.7%)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8명이 사망하여 전체의 

78.6%를 차지

ㅇ (재해유형) ‘끼임’ 60명(29.9%), 떨어짐 41명(20.4%) 순, ‘끼임’의 주요 기인물은 ‘일반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프레스 및 절단기, 공작 및 절단기계, 금속가공 기계 등)에 의해 27명(45%)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