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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하 윤 올 림



차 례차 례차 례차 례국문요약 ⅰ서론.Ⅰ 1연구배경 및 목적1. 1연구방법.Ⅱ 4용어의 정의1. 4연구대상자2. 10연구방법3. 11분석방법4. 13연구결과.Ⅲ 14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14연도별 발생률2. 16월별 발생 분포3. 17시간대별 발생 분포4. 19연도별 업종별 발생률5. 20연도별 규모별 발생률6. 22상병부위별 발생분포7. 23사고발생전 업무내용별 분포8. 25손상발생장소별 분포9. 26손상발생형태별 분포10. 27사고기인물별 분포11. 28고찰.Ⅳ 29결론.Ⅴ 34참고문헌 35Abstract 38



표 차 례표 차 례표 차 례표 차 례표 조사변수에 대한 설명1. ···················································································· 12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표 연도별 발생률3. ··································································································· 17표 업종별 월별 발생수4. ························································································ 18표 연도별 업종별 발생률5. ···················································································· 21표 연도별 규모별 발생률6. ···················································································· 22표 상병부위별 발생수7. ··························································································· 23표 손상 부위별 발생수8. ·························································································· 24표 사고발생전 업무내용에 따른 발생수9. ···························································· 25표 손상발생장소별 발생수10. ················································································· 26표 11. 손상발생형태별 발생수 ····················································································· 27표 사고기인물별 발생수12. ····················································································· 28
그 림 차 례그 림 차 례그 림 차 례그 림 차 례그림 1. 쌍끌이 기선저인망 ·························································································· 5그림 2. 안강망 ················································································································ 5그림 주낙3. ···················································································································· 6그림 채낚기4. ················································································································ 6그림 통발5. ···················································································································· 7그림 형망6. ···················································································································· 7그림 자망7. ···················································································································· 8그림 월별 발생건수8. ······························································································· 17그림 시간대별 발생건수9. ······················································································· 19



- i -

국 문 요 약국 문 요 약국 문 요 약국 문 요 약어업은 산업재해율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다 본 연구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어선원의 산업재해 실태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협중앙회 인천공제지부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재2007 1 1 2009 12 31해가 발생한 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연령 성별 재해발709 . , ,생일 재해발생시각 승인유형 승선선박의 업종 승선선박의 톤수 재해발생경, , , , ,위 상병명 등을 보상 청구 자료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재해발생연령은 세에서 발생빈도 가 높았다 재해40~49 (37.8%) .발생시기는 월 월 월 월이 많이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는 시9 , 10 , 5 , 6 , 10 ~12시 와 시 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어업방식에(19.9%) 14 ~16 (15.8%) .따른 재해 발생율은 안강망 유자망 대형기선저인망 으로13.4%, 11.3%, 9.2%가지 어업방식에서 재해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박 규모별 재3 ,해 발생율에 있어서는 톤이상 로 선박규모가 클수록 재해발생율이100 15.7%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상이 많은 부위는 손목 및 손으로 였으며 재해발생장소와 관련하23.6% ,여서는 가 선내에서 발생하였다 손상 발생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물체92.6% .에 의한 타격 협착 감김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기타 낙하 비래 순이었다, / , / , , , / .사고기인물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선박내 장비기계 및 어구에 의하여 사고가․많이 발생하였다.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어업방식 어선의 규모에 따라 재해 발생률에 차이, ,가 있고 승선 중 업무 행위에 따라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자료가 인천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핵심 되는 말 어선원 업무관련성 손상 어업방식 재해발생율 어선원재해보: , , , ,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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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ⅠⅠⅠⅠ

연구배경 및 목적연구배경 및 목적연구배경 및 목적연구배경 및 목적1.1.1.1.일반적으로 산업보건은 고전적인 산업 즉 차 산업을 위주로 발전하였으나, 2기계화의 진전과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차 산업에서도 산업보건의 필요성이1증가하였다 국내어업의 경우 어장의 축소와 어종의 변화 등 다양한 자연생태.적인 변화와 동시에 국제 외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년2000명에서 년 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송재석251,349 2003 212,104 ( ,2005).어선당 어업인구수의 감소는 어업의 영세화와 함께 기계화 어업의 현실을반영하는 것으로 산재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있다 현재 연근해 어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이. ,적용되기가 어렵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역시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산재 예방에 관한 주무부서가 없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박용욱( , 2001).어선을 타고 나가 바다에서 조업하는 해수면어업 어선원들은 조업 특성상배의 침몰과 좌초 전복 충돌 행방불명 질병 부상 등의 재해가 닥칠 수 있, , , , ,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노동부의 각 년도별 산업재해율을 근거로 어.업분야의 산업재해율을 분석하여 보면 년 이후 년까지 타산업에 비2000 2005하여 년평균 산업재해율은 약 배 정도로 월등히 높았으며 년은 약9 2002 14배 높았다 어업분야의 재해율은 년을 정점으로 하여 재해율 및 사망자. 2002수는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어업분야는 타산업에 비하여 해상을 수반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인적요인 물적요인 등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타 산업에,비하여 산업재해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이다 정광교( , 2007).유럽연합에서도 상업적 어업의 재해발생율이 유럽연합의 직업적 평균발생율보다 배 높은 가장 위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2.4 (EU, 2001).는 어부들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중에 치명적인 손상이Conway 52.4배 이상이며 그 위험은 아마도 전세계적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알(Conway, 2002; Roberts, 2002). 라스카에서는 상업적 어업의 치사율이



- 2 -

부터 년 동안 전미 근로자의 치사율의 배였다1991 1998 28 (Thomas et al ,2001).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선원에 대하여는 위험한 직업으로 인식되어 과거부터 공제 제도가 있다가 재해보상보험으로 발전하여 왔다 년 어선손해등. 1937보상법에 의한 선원공제 년 선원공제가 시행되었고 년 공제병원선, 1958 , 1969무의낙도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년 어구공제를 시행하였다 년 선, 1975 . 1976원공제에 대한 공제료 국고보조가 시행되었고 년 선원법에 의한 선원특, 1986수공제가 시행되었다 년 소형어선공제를 시행하였고 년 어선공제. 1999 2001공제료 국고보조를 실시하였다.바다를 생산의 무대로 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산업은 공적 구제의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육지와는 달리 재해 시에 구조가 어려워 정부의 공적보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가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다2004 1 1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등과 어선에 대한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1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는 톤 이상의 어선 원양어선 제5 (외 소유자이며 임의 가입자는 톤 미만의 어선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경) , 5 ,우 관리선 지정 어선 내수면 어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선 등이다 어, , , .․ ․ ․ ․ ․선원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 , , ,급여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가 있다, , , .어업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이 많아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업인은 자연재해 또는 좁고 복잡한 선.박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여건 등으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선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체계적인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현술, ( , 2010).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조( 31 ,제 조 사고의 종류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사32 ). ․람이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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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 ,․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 ․ ․한 해양사고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접수 또는 재결한다.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연도별 업무상 상해 지급건수 및 지급액을 보면 년 건에 지급액은 억 천 백만2005 9,910 180 7 9원 년 건에 지급액은 억 천 백만원 년 건에 지, 2006 12,498 239 8 1 , 2007 14,284급액은 억 천 백만원 년 건에 지급액은 억 천 백만원273 7 2 , 2008 13,901 294 6 7을 지급하였다 수협중앙회 어선원사고로 인한 수협 정책보험금의 지( , 2009).급이 계속하여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어선원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있다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와 연근해 어장축소 및 어자원 고갈 등의 국내 상.황에 고유가로 인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영악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무리한 조업강행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해양안전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그동안 해양안전사고의 선박과 관련한 발생원인 및 사고유형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있었으나 재해를 당한 어선원의 사고와 관련된 손상에 대하여는 국내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선원의 업무상 손상과 관련한.국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선원의 사고 중에서 타박상과 골절이 가장 자주일어나는 손상형태이고 손가락과 손이 손상을 많이 받았으며 추락과 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주원인이었다 소규모의 독립어업에 종사하는(Bull N, 2001).명의 어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업무관련성 손상에 대한 연구에서는219수산동물로부터 손 손목 손가락에 입는 관통상이었고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때 발생되는 등부위의 염좌가 많았다(Marshall SW, 2004).본 연구의 목적은 어선원의 업무상 손상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인천지역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발생률 어선 크기에 따른 발생률 손상의 특성 사고 발생 당시의 업무, ,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향후 어선원의 업무상 재해의.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사용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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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ⅡⅡⅡⅡ

용어의 정의용어의 정의용어의 정의용어의 정의1.1.1.1. 어업과 어구1)수산업 이라 함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fisheries) , ,․ ․어장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그리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들 중 가공 과정을 제외한 부분을 어업 어, (fishery),업 중에서 채포 과정만을 가리켜 어로 라고 한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fishing) (연구소, 2007).어장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생태 습성 행동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의 성질을 상세하게 파악해 두어야 하며 이들에,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대상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획하는 방법 즉,어법 이라고 하고 대상물을 직접 채포하기 위한 도구를 어구(fishing method) ,라 한다(fishing gear) .어업의 분류2) 어법에 따른 분류(1)저인망 저층끌그물로 자루만으로 되어 있거나 자루 입구 양쪽에 날개그-①물을 단 그물에 긴 끌줄을 달아 아랫자락이 해저에 닿도록 하면서 수평으로끌어 해저에 붙어 살거나 해저 가까이에 사는 어족을 잡는 방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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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쌍끌이 기선저인망 출처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1. ( :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②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구어법을․말한다.

그림 안강망 출처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2. ( : )연승 외줄낚기는 개의 낚시를 드리워서 한 마리씩 차례로 낚아 올리는- 1③어구어법인데 비하여 주낙은 여러 개의 낚시를 거의 동시에 드리워서 낚아․올리는 어구 어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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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낙 출처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3. ( : )채낚기 길게 느려뜨리고 중가중간에 낚시를 줄줄이 달아서 고기가 물면-④채어올리는 어구어법을 말한다.․

그림 채낚기 출처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4. ( : )통발 일정한 장소에 정착 서식하거나 유영력이 크지 않고 미끼에 대한-⑤반응이 민감한 생물을 대상으로 나무 철사 등으로 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정,



- 7 -

틀에 그물감이나 철망 등을 씌우고 상면 또는 옆면에 개의 입구를 설치한1~4어구를 부설하여 대상생물을 잡는 어구어법을 말한다.․

그림 통발 출처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5. ( : )형망 폴리에스테르 또는 나일론 그물감으로 된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⑥형의 틀을 달고 여러 개의 갈퀴를 달아 배로 끌어 조개류를 채취하는 어구어, ․법을 말한다.

그림 형망 출처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6. ( : )복합어업 연승 채낚기 외줄낚시 문어단지 패류껍질 및 손꽁치업을 통- , , , ,⑦합한 형태의 어구어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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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 옆으로 길다란 사각형의 그물을 어군의 통로에 수직으로 펼쳐서-⑧대상물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잡는 어구어법을 말한다.․

그림 자망 출처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7. ( : )어장의 위치에 따른 분류(2)어업은 크게 내수면어업과 해양어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수면 어업은 육지에 있는 수면에서 하는 어업으로 하천 수로 저수지 등에서 이루어진다 해, , .양어업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으로 어장의 위치에 따라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 ,양어업으로 분류되며 수산업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원양어업① 원양어업 은 해외수역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deep sea fishery) ( 25․도선 이북 동경 도선 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 에서 이루어지는, 140 )어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다랑어 주낙어선과 트롤어선을 도입. ,건조하여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어장에 진출시킴으로써 급신장하였다 다랑, , .어 주낙어업과 트롤어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다랑어 선망도 발달하,고 그 외 오징어 채낚기 꽁치 봉수망 저연승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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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②근해어업 은 총 톤수 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offshore fishery) 8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총 톤수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과 원양어업 중8 .간 해역의 어장에서 이루어지며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동해해역에서 발달했다.연안어업③연안어업 이란 무동력어선 총 톤수 톤 미만의 동력어선(coastal fishery) , 8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톤8이상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 항에 따10 3른 어업 이외의 어업을 의미하며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로 나가 이루어지는 어업형태로 전체 어가중 가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남53%도 등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연안어업은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 ,업 연안통발어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년 연안어업 가구, , 2005 31,749중 연안복합어업이 로 가장 많았고 연안자망어업이 연19,882(50.0%) , 26.6%,안통발어업이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복합어업은 연승 채낚기 외줄낚18.3% . , ,시 문어단지 패류껍질 및 손꽁치어업을 통합한 것으로 년부터 연안어업, , 2000항목에 포함되었다.경영방법에 따른 분류(3) 어업형태는 경영방법에 따라 전업어업과 겸업어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전업어가는 지난 년간 어업 이외의 일에 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1 1어가를 말하며 겸업어가는 지난 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개월 이상 종사한, 1 1가구원이 있는 어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년 기준 총 어가. 2005 79,942어가 중 전업 어가 겸업어가 어가로 겸업의 비중이 높다 통계25,342, 54,600 (개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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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연구대상자연구대상자연구대상자2.2.2.2.본 연구 대상자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어선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협중앙회 인천공제지부에서 년 월 일부. 2007 1 1터 년 월 일까지 재해가 발생한 자로 승무중 직무외 재해 승무중2009 12 31 ,직무상 사망 승무중 직무상 질병 승무중 직무외 질병을 제외한 승무중 직무, ,상 재해로 승인받은 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요양 승인자는709 .년 명 년 명 년 명 이었다2007 245 , 2008 232 , 2009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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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3.3.3.3.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재해 발생월 및 발생 시각을 포함, ,하였다 어업의 특성으로 업종과 선박의 크기를 구분하였다 상병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체계에 의해 작성된 질병분류코드를 토대로 하여 손상(ICD-10)․의 해부학적 부위를 구분하였다 재해발생경위를 참고하여 사고발생전 업무내.용 손상장소 손상발생형태 손상기인물로 분류하였다 상세한 분류내용은 표, , , .과 같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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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성 별 남 여,연 령 세 미만 세 세 이하 세 세 이하 세30 , 30 ~39 , 40 ~49 , 50~59이하 세 이상, 60업 종 안강망 유자망 복합 통발 연승 채낚기 대형기선저인망, , , , , , ,활어선 및 운반선 기타,발생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1 , 2 , 3 , 4 , 5 , 6 , 7 , 8 , 9 , 11 , 12발생시각 미만24:00~02:00 , 미만 미만02:00~04:00 , 04:00~06:00 ,미만 미만 미만06:00~08:00 , 08:00~10:00 , 10:00~12:00 ,미만 미만 미만12:00~14:00 , 14:00~16:00 , 16:00~18:00 ,미만 미만 미만18:00~20:00 , 20:00~22:00 , 22:00~24:00선박규모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톤5 , 5 ~10 , 10 ~50 , 50 ~100미만 톤 이상, 100상병부위 머리 목 가슴 복부하배부허리뼈 및 골반 어깨 및 팔죽, , , ,․ ․지 팔꿈치 및 아래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및 넓적다리, , , ,아래다리 발목 및 발 화상 및 부식, ,사고발생전업무내용 승하선에 따른 업무 양망투망철망 업무 어획물 분리이, ,․ ․ ․ ․동저장 업무 어선 및 어구수리 업무 어장으로 이동복귀, ,․ ․중 업무 기계장비도구 유지 업무 기타, ,․ ․손상장소 부두선창 갑판 기관실 기타 선내, , ,․손상발생형태 추락 전도전복 낙하비래 협착감김 부자연스런자세과동, , , ,․ ․ ․ ․작 미끄러짐넘어짐 화재폭발 베임찔림 물체 타격 기타, , , , ,․ ․ ․손상기인물 어획물어상자 선박내 장비기계어구 추락 미끄러짐넘어, , ,․ ․ ․ ․짐 파도 화재폭발 기타, , ,․

표 조사변수에 대한 설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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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4.4.4.4.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양 승인 자료와 어선재해보험 가입 자료를 이용하여사고발생월 상병부위 사고발생전 업무내용 사고발생형태 등을 분석하기 위, , ,해 빈도수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고 연도별 업종별 선박규모별 재해 발생률, , , ,을 계산하였으며 통계분석은 을 이용하였다SAS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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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ⅢⅢⅢⅢ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1.1.1.연구대상자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는 명 여자는709 701 (98.9%),명 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의 특성상 대부분이 남자였다 연령에 따8 (1.1%) .른 발생건수는 세 미만 명 세 미만 명30 18 (2.5%), 30~39 111 (15.7%), 40~49세 미만 명 세 미만 명 세 이상 명268 (37.8%), 50~59 248 (35.0%), 60 64이었다(9.0%) .업종별 발생수는 안강망 명 유자망 명 복합 명218 (30.8%), 301 (42.5%), 40통발 명 연승 명 채낚기 명 대형기선저인(5.7%), 90 (12.7%), 4 (0.6%), 4 (0.6%),망 명 활어선 및 운반선 명 기타 명 이었다 선박규35 (4.9%), 8 (1.1%), 8 (1.1%) .모별 발생수는 톤 미만 명 톤 톤 미만 명5 20 (2.8%), 5 ~10 350 (49.4%), 10톤 톤 미만 명 톤 톤 미만 명 톤 이상~50 71 (10.0%), 50 ~100 245 (34.6%), 100명 였다 표22 (3.1%) ( 2).



- 15 -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2. ( : )구 분 인 원 백분율성 별 남 701 98.9여 8 1.1나 이 세 미만30 18 2.5이하30 ~ 39 111 15.7이하40 ~ 49 268 37.8이하50 ~ 59 248 35.0세 이상60 64 9.0소 계 709 100.0업 종 안강망 218 30.8유자망 301 42.5복합 40 5.7통발 90 12.7연승 4 0.6채낚기 4 0.6대형기선 저인망 35 4.9활어선 및 운반선 8 1.1기타 8 1.1선박규모 톤 미만5 20 2.8톤 톤 미만5 ~10 350 49.4톤 톤 미만10 ~50 71 10.0톤 톤 미만50 ~100 245 34.6톤 이상100 22 3.1소 계 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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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생률연도별 발생률연도별 발생률연도별 발생률2.2.2.2.인천공제지부에 년 전체가입자수는 명 이었으며 년에는2007 2,344 , 2008명 년에는 명 이었으며 승무중 직무상재해 발생율은 년2,365 , 2009 2,421 , 2007년 년 순이었다 평균 발생율은 였다10.5%, 2008 9.8%, 2009 9.6% . 9.9% .
연도 사고발생수 명( ) 전체가입자수 명( ) 발생률(%)2007 245 2,344 10.52008 232 2,365 9.82009 232 2,421 9.6합계 709 7,130 9.9

표 연도별 사고발생건수와 발생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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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발생 분포월별 발생 분포월별 발생 분포월별 발생 분포3.3.3.3.월별 재해발생 분포는 월 건 월 건 월 건10 88 (12.4%), 9 85 (12.0%), 5 81월 건 순으로 월 월 월 월이 재해발생건수가(11.4%), 6 79 (11.2%) 10 , 9 , 5 , 6많았다.업종별 월별 재해발생 분포는 건이 발생한 안강망의 경우 월 건218 12 29월 건 월 건 월 건 순으로(13.3%), 4 24 (11.0%), 5 24 (11.0%), 6 23 (10.6%) 12월 월 월 월이 재해발생건수가 많았다 건이 발생한 유자망은 월, 4 , 5 , 6 . 301 11건 월 건 월 건 월 건 순으로41 (13.6%), 10 40 (13.3%), 9 39 (12.9%), 6 37 (12.3%)월 월 월 월이 재해발생건수가 많았다 통발은 월 건11 , 10 , 9 , 6 . 9 17 (18.9%),월 건 월 건 월 건 순으로 월 월11 15 (16.7%), 6 11 (12.2%), 5 10 (11.1%) 9 , 11 , 6월 월이 재해발생빈도가 높았다 표,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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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업종별 월별 발생수 단위 명4. ( : )업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안강망 16 5 20 24 24 23 13 8 18 20 18 29 218유자망 9 6 25 24 34 37 13 8 39 40 41 25 301복합 2 2 4 2 7 6 2 2 4 4 3 2 40통발 2 0 5 6 10 11 5 6 17 15 8 5 90연승 0 0 1 0 0 1 0 1 0 1 0 0 4채낚기 0 0 1 1 0 0 0 0 2 0 0 0 4대형기선저인망 2 5 4 2 3 0 0 4 2 5 6 2 35활어선및운반선 0 0 0 2 1 1 0 0 1 1 1 1 8기타 0 0 2 0 2 0 0 0 2 2 0 0 8합 계 31 18 62 61 81 79 33 29 85 88 77 64 708백분율 4.4 2.5 8.8 8.6 11.4 11.2 4.7 4.1 12 12.4 10.9 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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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발생 분포시간대별 발생 분포시간대별 발생 분포시간대별 발생 분포4.4.4.4. 재해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시 시 건 시10 ~12 141 (19.9%), 14 ~16시 건 시 시 건 순이었다112 (15.8%), 12 ~14 90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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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업종별 발생률연도별 업종별 발생률연도별 업종별 발생률연도별 업종별 발생률5.5.5.5. 년의 경우 재해 발생율은 안강망 대형기선저인망 유자2007 15.1%, 14.0%,망 순이었다 년의 경우 재해 발생율은 유자망 명 안11.4% . 2008 12.2%(109 ),강망 명 활어선및운반선 명 채낚기 명 순이었11.9%(63 ), 10.9%(7 ), 8.0%(2 )다 년의 경우 재해 발생율은 안강망 명 대형기선저인망. 2009 13.1%(74 ),명 유자망 명 통발 명 순이었다10.3%(15 ), 10.1%(90 ), 8.3%(38 ) .연도별 재해발생율이 높은 어업방식은 년에는 안강망이 높았고2007 , 2008년에는 유자망이 높았으며 년에는 안강망의 어업방식에서 재해 발생율, 200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 년 년 평균 재해 발생율은. 2007 , 2008 , 2009명 이었으며 안강망의 평균 재해 발생율은 명 유자망9.9%(236 ) , 13.4%(72.6 ),명 대형기선저인망 명 이었으며 안강망 유자망 대11.3%(100.3 ), 9.2%(11.6 ) , ,형기선저인망 순으로 평균 재해 발생율이 높았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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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업종별 발생률5. 단위 명( : )업종 안강망 유자망 복합 통발 연승 채낚기 대형기선저인망 활어선및운반선 기타 합계년2007 발생수 81 102 19 22 1 1 15 1 3 245가입자수 536 891 229 420 31 11 107 62 57 2,344발생율(%) 15.1 11.4 8.3 5.2 3.2 9.1 14.0 1.6 5.3 10.5년2008 발생수 63 109 11 30 2 2 5 7 2 231가입자수 530 893 191 435 45 25 124 64 67 2,374발생율(%) 11.9 12.2 5.8 6.9 4.4 8.0 4.0 10.9 3.0 9.7년2009 발생수 74 90 10 38 1 1 15 0 3 232가입자수 564 888 176 457 42 20 146 61 77 2,431발생율(%) 13.1 10.1 5.7 8.3 2.4 5.0 10.3 0 3.9 9.5평 균 발생수 72.6 100.3 13.3 30 1.3 1.3 11.6 2.6 2.6 236가입자수 543.3 890.6 198.6 437.3 39.3 18.6 125.6 62.3 67 238.3발생율(%) 13.4 11.3 6.7 6.9 3.3 7.0 9.2 4.2 3.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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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규모별 발생율연도별 규모별 발생율연도별 규모별 발생율연도별 규모별 발생율6.6.6.6. 년의 규모별 재해 발생율은 톤이상 명 톤이상 톤2007 100 18.2%(6 ), 50 ~100미만 명 톤이상 톤미만 명 순이었다 년 재해16.0%(98 ), 10 ~50 11.4%(23 ) . 2008발생율은 톤이상 톤미만 명 톤이상 톤미만10 ~50 14.4%(31 ), 50 ~100 14.1%(79명 순이었다 년 재해 발생율은 톤이상 명 톤이상) . 2009 100 16.4%(9 ), 50 ~100톤미만 명 순이었다12.3%(68 ) .연도별로 재해발생율이 높은 선박의 규모는 년에는 톤 이상2007 100 , 2008년에는 톤이상 톤미만 년에는 톤 이상에서 재해발생율이 높은10 ~50 , 2009 100것으로 났으며 년 년 년 합산 재해 발생율은 톤이상, 2007 , 2008 , 2009 100명 톤 톤미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5.7%(22 ), 50 ~100 14.2%(245 ) ( 6).표 연도별 규모별 발생률 단위 명6. ( : )톤수 톤미만5 톤이상5 톤미만~10 톤이상10 ~톤미만50 톤이상50 톤미만100 톤이상100 합계년2007 발생수 9 109 23 98 6 245가입자수 259 1,240 201 611 33 2,344발생율(%) 3.5 8.8 11.4 16.0 18.2 10.5년2008 발생수 6 108 31 79 7 231가입자수 267 1,277 216 532 52 2,374발생율(%) 2.2 8.5 14.4 14.1 13.5 9.7년2009 발생수 5 133 17 68 9 232가입자수 291 1,332 198 555 55 2,431발생율(%) 1.7 10.0 8.6 12.3 16.4 9.5합계 발생수 20 350 71 245 22 708가입자수 817 3,849 615 1,728 140 7,149발생율(%) 2.4 9.1 11.5 14.2 15.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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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부위별 발생 분포상병부위별 발생 분포상병부위별 발생 분포상병부위별 발생 분포7.7.7.7.연구대상 건의 자료중에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건을 제외한 건709 4 705을 분석한 결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의한 손상 중독 및,․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가 건 이었고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657 (93.2%) ,질환 건 다발성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건 이 발생하였15 (2.1%), 12 (1.7%)고 눈꺼풀 눈물기관 및 안와의 장애 건 가 발생되었고 소화기계통 및, , 4 (0.6%) ,복부를 침습한 증상 및 징후 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건3 (0.4%), 3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건 신경계통의 질환 건(0.4%), 3 (0.4%), 2 (0.3%),순환기계통의 질환 건 호흡기계통의 질환 건 구강침샘 및2 (0.3%), 2 (0.3%), ,턱의 질환 건 눈귀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건 순이었다 표1 (0.1%), , , 1 (0.1%) ( 7).상 병 명 발생수 백분율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3 0.4신경계통의 질환 2 0.3눈꺼풀 눈물기관 및 안와의 장애, 4 0.6순환기계통의 질환 2 0.3호흡기계통의 질환 2 0.3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 1 0.1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3 0.4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15 2.1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 기형, , 1 0.1소화기계통 및 복부를 침습한 증상 및 징후 3 0.4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657 93.2다발성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12 1.7합 계　 705 100.0

표 상병부위별 발생수 단위 명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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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건 중에 결측치 건을 제외한 건의 자료중에 한국표준질709 4 705병사인분류코드의 대분류 기준에 의한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항목 개의 자료를 손상부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손목 및 손 건657 , 155가슴 건 복부하배부허리뼈 및 골반 건 무릎(23.6%), 90 (13.7%), 76 (11.6%),․ ․및 아래다리 건 머리 건 팔꿈치 및 아래팔 건75 (11.4%), 67 (10.2%), 61 (9.3%),발목 및 발 건 어깨 및 팔죽지 건 이 발생하였다 표51 (7.8%), 37 (5.6%) ( 8).손상부위 발생수 백분율머리 67 10.2목 19 2.9가슴 90 13.7복부하배부허리뼈 및 골반, , 76 11.6어깨 및 팔죽지 37 5.6팔꿈치 및 아래팔 61 9.3손목 및 손 155 23.6엉덩이 및 넓적다리 26 3.9무릎 및 아래다리 75 11.4발목 및 발 51 7.8합 계　 657 100.0

표 손상 부위별 발생수 단위 명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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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전 업무내용별 분포사고발생전 업무내용별 분포사고발생전 업무내용별 분포사고발생전 업무내용별 분포8.8.8.8.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전 업무를 가지의 업무내용으로 분류하7여 분석한 결과 재해발생경위가 불명확하거나 데이터가 없는 명을 제외하고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양망철망투망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경우가707 ․ ․건 었고 기계장비도구를 유지하고 업무를 보던중 사고가 건369 (52.2%) , 175․ ․였으며 승하선에 따른 업무 건 이 발생하였고 어획물 분리(24.8%) , 63 (8.9%) ,․ ․이동저장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건 기타 업무 건 어장으로35 (4.9%), 32 (4.5%),․이동하던중 업무 건 어선및어구 수리작업 업무 건 순으로18 (2.6%), 15 (2.1%)발생하였다 표( 9).
업 무 발생수 백분율승하선에 따른 업무 63 8.9양망철망투망 작업․ ․ 369 52.2어획물 분리이동저장 작업․ ․ 35 4.9어선및어구수리 작업 15 2.1어장으로 이동하던 중 업무 18 2.6기계장비도구 유지업무․ ․ 175 24.8기 타 32 4.5합 계 707 100.0

표 사고발생전 업무내용에 따른 발생수 단위 명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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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발생장소별 분포손상발생장소별 분포손상발생장소별 분포손상발생장소별 분포9.9.9.9. 재해발생장소와 관련한 분석에서는 재해발생경위상 장소를 파악할 수 없었거나 재해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는 명을 제외하고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2 707결과 갑판 건 부두선창 건 기타 선내 건 기605 (85.6%), 52 (7.4%), 39 (5.5%),․관실 건 순이었다 표11 (1.5%) ( 11).
사고장소 발생수 백분율부두 선창/ 52 7.4갑판 605 85.6기관실 11 1.5기타선내 39 5.5합 계 707 100.0

표 손상발생장소별 발생수 단위 명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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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발생형태별 분포손상발생형태별 분포손상발생형태별 분포손상발생형태별 분포10.10.10.10.손상발생형태와 관련한 분석에서는 재해발생경위상 손상형태를 알 수 없었거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명을 제외하고 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2 707과 물체에 의한 타격 건 협착 감김 건 넘어짐 미끄러, 267 (37.8%), / 157 (22.2%), /짐 추락 건 기타 건 낙하 비래 건 순이(21.6%), 37 (5.2%), 35 (4.9%), / 20 (2.8%)었다 표( 12).
발생형태 빈도 백분율추락 37 5.2전도 전복/ 6 0.9낙하 비래/ 20 2.8협착 감김/ 157 22.2부자연스런자세 과동작/ 19 2.7넘어짐 미끄러짐/ 153 21.6화재 폭발/ 9 1.3베임 찔림/ 4 0.6물체타격 267 37.8기타 35 4.9합 계 707 100.0

표 손상발생형태별 발생수 단위 명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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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인물별 분포사고기인물별 분포사고기인물별 분포사고기인물별 분포11.11.11.11.사고기인물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없거나 재해발생경위상 기인물을확인할 수 없는 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선박내 장비기계 및 어구 건3 419․미끄러짐 넘어짐 건 기타 건 어획물 및 어상(59.4%), / 130 (18.4%), 57 (8.1%),자 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29 (4.11%) ( 12).
발생기인물 발생수 백분율어획물 및 어상자 29 4.1선박내장비기계및어구, 419 59.4추락 44 6.2미끄러짐 넘어짐/ 130 18.4자연현상 파도( ) 20 2.8화재 폭발/ 7 1.0기타 57 8.1합 계 706 100.0

표 사고기인물별 발생수 단위 명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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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고 찰고 찰고 찰....ⅣⅣⅣⅣ어선을 타고 나가 바다에서 조업하는 해면어업 종사자들은 조업 특성상 배의 침몰과 좌초 전복 충돌 행방불명 질병 등의 재해가 닥칠 수 있는 위험, , , ,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 는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바다에. (ILO)서 조업하는 전세계 천만명의 어업인이 가장 위험한 직업군에 종사한다고3규정하고 있다. 어업분야는 타산업에 비하여 해상을 수반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인적요인 물적요인 등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타 산업에 비하여 산업,재해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이다 정광교( , 2007).어업은 어선 및 수산물의 어획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작업과정 역시 상이하다 또한 어선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안전과.관련된 문제의 종류와 심각성이 다르다 어업의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잡히는.고기의 종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로 형태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다 양재(목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형태에 따라 각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 2003).해인자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어,선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수협중앙회 인천공제보험지부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재해가 발생하여 승무중2007 1 1 2009 12 31직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명을 대상으로 어선원의 업무상 손상과 관련709하여 연구하였다.어선원의 업무상 손상과 관련한 연령분포는 대가 가장 많았다 육상근로40 .자의 년 산재보험 업무상 사고자의 분포는2008 세 세미만 근로자가40 ~50세 세미만 세 세미만 세 세미만29.8%, 50 ~60 24.5%, 30 ~40 21.4%, 20 ~30 12.9%,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본 연구결과와 산재11.4% ( ,2009).보험 근로자를 비교했을 때 어선원은 대 에 비해 대 가 더 높20 (2.5%) 60 (9.0%)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년 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2008 20명 가운데 세 이하 어선원은 전체의 에 불과하고 세18,480 40 14.2% , 40~50어선원이 전체의 그리고 세 이상의 고령 어선원이 전체의 를36.2%, 50 49.6%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어선원이 고령( , 2009).화 된다는 것은 산업안전분야에 있어서 재해가 증가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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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시사하며 이에 대한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광교( , 2007).재해발생이 많았던 달은 월이 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이10 88 (12.4%) , 9건 월 건 월 건 월 건 순이85 (12.0%), 5 81 (11.4%), 11 77 (10.9%), 6 79 (11.1%)었다 이는 인천공제지역본부에 가입한 어선원들이 속해 있는 해역의 조업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인천 서해 연안은 월이 성어기이며. 5, 6 ,월은 금어기 은 성어기 월은 금어기에 해당되어 이는 조업7,8 , 9,10,11 , 12,1,2이 많은 성어기에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어기를 맞아.출어선 증가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의 빈발과 어선종사자들의 무리한 선박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짐으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선박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예방 자세가 필요하다.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시간대는 시 시 건 시10 ~12 141 (19.9%), 14 ~16시 건 시 시 건 시 시 건 순이었112 (15.8%), 12 ~14 90 (12.7%), 16 ~18 81 (11.4%)다 동해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채낚기어업과 달리 인천공제지부가 관장하는 서.해연안은 유자망 안강망 통발 복합어업 등의 조업방식이 많아 조업이 낮시, , ,간대에 이루어져 시 시까지의 재해발생이 많았다 의 연12 ~18 . Grinde J(1987)구에서는 바다에서 하루 종일 또는 주일 내내 일을 하는 어선원들은 손상이일어나는 시간이 산발적이었고 근로시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연안,어선원들은 장시간 일하는 것과 어로기간 동안 휴식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어.선원들은 가장 길게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게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보다 배 이상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의 선주들은 교체선원을 사용3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NordlandDistriktsh gskole, 1982).φ어선규모별 재해 발생율은 톤 이상 톤 톤 미만100 15.7%, 50 ~100 14.2%,톤 톤 미만 의 재해발생율을 보여 어선규모가 클수로 재해발생율10 ~50 11.5%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톤 이상의 재해발생 건 중에 안강망 건. 100 22 12대형기선저인망 건 를 차지하고 있어 안강망 대형기선저(54.5%), 10 (45.5%) ,인망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업종별 평균 재해 발생율은 안강망 유자망 대형기선저인망13.4%, 11.3%,순이었으며9.2% , 안강망 유자망 대형기선저인망의 가지 어업방식에서 재, , 3해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강망의 총 재해발생건수 건 중에. 218물체에 의한 타격이 건 이고 그중에서 로프에 의한 것이 건85 (38.9%)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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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박안전공단 은 안강망어선이(29.4%) . (2005) 갑판상의각종 줄을 정리하기 위한 고정인원이 필요하며 어선원의 부족에 따른 생인력,화가 요구되고 투양망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선내 거주환경이, ,취약한 점이 단점이라고 하고 있다 어선원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승선인원의 부족으로 소수가 다중 동시작업으로 피로도가 증가하여 갑판상의 각종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 로프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보인다.승인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대분류기준에 따라 손상 중독(ICD-10) ‘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가 건 이 발생하였고 근육골격계통 및’ 657 (93.2%) , ‘결합조직의 질환 건 다발성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건’ 15 (2.1%), ‘ ’ 12이 발생하였다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분류를 제외한(1.7%) . ‘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에 대한 상병명을 보면 상세불명의 추간‘ ’ , ‘판 장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제 번 척추강협착증 요추 번 우측, 4-5 , 4-5 ,슬관절 전슬개골 활액낭염 요추 제 번 천추 번 추간판 탈출증등으로 주로, 1 - 1 ’외상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근골격계질환의 일종인 허리질환과 관련한 상병이었다 어로작업은 근골계에 상당한 스트레스 부하를 주고 있다는. Torner의 연구결과도 있듯이 어선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 및 예방관M(1994)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건 의 발생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를 상병부위별657 (93.2%) ‘ , ’로 구분하면 손목 및 손 건 가슴 건 복부 하배부 허, 155 (23.2%), 90 (13.5%), , ,리뼈 및 골반 건 아래다리 건 머리 건 팔꿈76 (11.4%), 75 (11.2%), 67 (10.0%),치 및 아래팔 건 발목 및 발 건 어깨 및 팔죽지 건61 (9.1%), 51 (7.6%), 37이 발생하였다 명의 상업적 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연구 결(5.5%) . 219과 손손목손가락의 손상이 를 넘었으며 허리손상 상지손상50% , 13%, 10%,․ ․어깨손상 순이었다 특히 손과 손가락에 빈번하게9% (Marshall SW, 2004). ,일어나는 손상은 어선원들에게는 전형적이고 이는 기계 및 기계장비와 관계되어 있다(Jensen OC, 1996; 1999; Torner M 본 연구에서도 국외의, 1995).연구에서와 같이 손목 및 손가락의 손상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년. 2008산재보험 업무상 사고자의 상병부위는 상지 하지 체간 몸통39.4%, 29.6%, ( )등의 순서로 발생빈도가 높았으며17.4% , 상지 중에서 손가락이 팔63.2%,손 손목 다발성 상지 순이고 하지는 다리15.4%, 8.3%, 7.2%, 5.8%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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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발 발가락 등의 순이고 체간은 등 흉부17.3%, 19.6%, 11.6% , 39.5%,어깨 골반 등의 순서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33.6%, 17.8%, 6.7% ( , 2009).어선원에게는 타박상 골절 절단 염좌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손상이다 타, , , .박상과 절단은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손.가락 손 손목에 대한 손상과 가슴 또는 복부에 대한 손상은 다른 직업군보다, ,도 어선원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타박상과 절단은(Bull N, 2001).다른 직업에 비하여 어선원들에게 더 일반적이고 덴마크의 어부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요한 가지 손상형태로 보고 있다2 (Jensen OC, 1996).재해발생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가 선내 기관실 갑판 기타 선내 포92.64% ( , ,함 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등의 연구에서도 가 선상) , Norrish AE(1990) 94%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장비나 기계의 사용이 손상의 주요한.원인이 되고 있고 손상의 분의 이 로프 케이블 체인을 다루거나 또는 권, 3 1 , ,양기를 작동할 때 일어났다 손상발생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물체에 의한 타격.건 협착 감김 건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건267 (37.8%), / 157 (22.2%), / (21.6%), 37기타 건 낙하 비래 건 순이었다 년 산재보험(5.2%), 35 (5.0%), / 20 (2.8%) . 2008업무상 사고자의 발생형태는 전도 전복 로 가장 높으며 충돌 접촉이· 23.8% , ·협착 감김 추락 낙하 비래 등의 순서였다 한국산22.5%, · 18.3%, 16.4%, · 9.8% (업안전공단 물체의 타격은 주로 권양기에 의한 타박 와이어줄이 끊, 2009). ,어지면서 신체 강타 로프 체인 앵커 등에 의하여 타격을 받아 신체적 손상, , ,을 많이 입었다 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를 만드는 손상의. Jensen OC(2000)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압궤이고 어구와 기계 등에 의한 타격 그리고 추락이,었다 추락과 미끄러짐에 의한 손상은 최근 들어 덴마크에서 분석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염좌와 삠의 가슴손상의 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61%, 62% . Bull의 연구에서는 추락 다음으로 기계나 어선의 조작실패나 제어 상실이N(2001)가장 빈번한 손상 카테고리임을 알 수 있다. Torner M 의 스웨덴 어부(1995)의 중증의 직업적 손상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위험인자로 추락 절단과,기계장치에 끼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체에 의한 타격 다음으로 발생.건수가 높았던 발생형태는 협착 감김으로 인한 손상이었다 양망기 조상기/ . , ,롤러 크레인 등 어로기계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아 어,로기계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사고기인물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선박내 장비기계 및 어구에 의한 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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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 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기계 및 장비의 작419 (59.4%) .동실패 제어상실 어구에 의한 손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본, , . ,연구에서는 추락에 대한 발생건수는 건 으로 외국의 연구에 비하여44 (6.2%)그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요양 승인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 지역의 어선원들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 ,선박규모별 재해 발생율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등록어선과 수협에 가입한 어선보험 가입률과 차이가 있어 수협중앙회에서 제공한 총 가입자수가 실제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재해발생경위를 보고 재해발생전. ,업무 재해발생장소 부상기인물 발생형태를 분류하였으나 부족한 정보로 인, , ,한 연구자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업무상 손상과 관련하여 승선경력. , ,직종 선령 등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지 못하였고 손상에, ,따른 손상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양기간 요양급여 장해등급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지 못하였다.어업방식 어선의 크기에 따라 재해 발생률에 차이가 있고 승선 중 업무 행, ,위에 따라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업방식 및 어선의 크기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한 다음 예방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고 미숙련자 및 고령자는 충분한 사전 안전조업교육,후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어선 운영자의 안전조업준수 동력장비의 위험점. ,작업시 필히 동력차단 투양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어구적재 장비의 적절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중 돌발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장비를 배치 어구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작업중 파손에 의한 손상예방을 위해서는 사용기기의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을 하도록 한다 본 연구자료가 인천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어선원 업무상 손상과 관련하여 좀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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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결 론결 론결 론V.V.V.V.어업은 산업재해율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다 본 연구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어선원의 산업재해 실태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재해발생연령은 세 이하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다 재해발생월은 월40~49 . 9 ,월 월 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시간대10 , 5 , 6 ,는 시 시와 시 시 사이로 조업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10 ~12 14 ~16 .어업방식에 따른 손상은 안강망 유자망 대형기선저인망의 가지 어업방식, , 3에서 재해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 규모별 발생율에 있어서는,톤 이상의 재해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크기가 클수록 재해100발생율이 높았다.손상 부위는 손목 및 손 가슴 복부하배부허리뼈 및 골반 아래다리 머, , , ,․ ․리 팔꿈치 및 아래팔 발목 및 발 어깨 및 팔죽지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 .재해발생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가 선내 기관실 갑판 기타 선내 에서93.2% ( , , )발생하였다.손상 발생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물체에 의한 타격 협착 감김 넘어짐 미끄, / , /러짐 추락 기타 낙하 비래 순이었다 사고기인물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선박, , , / .내 장비기계 및 어구에 의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업무상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어기 조업시간에 선박내에서 좀 더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예상하지 못한 물체의 타격 즉 로프나 체인의 끊, ,어짐으로 인한 손상이 크므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업무상 손상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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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 Study on Work-Related Injuries of FishermenA Study on Work-Related Injuries of FishermenA Study on Work-Related Injuries of FishermenA Study on Work-Related Injuries of FishermenHa Yun SongHa Yun SongHa Yun SongHa Yun Song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Yonsei UniversityYonsei UniversityYonsei UniversityYonsei University(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The fishing industry is known as high incidence rate of occupationalindustry accident, but there are lacks of statistics about thework-related injuries of fishermen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to investigate accident conditions of fishermen by using data offishermen' compensation insurance.The claim data of fishermen's compensation insurance was used forthis study. The total number of fishermen was 709 from January 1st in2007 to December 31th in 2009 at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Cooperatives' Inchon branch office. The study variables wereinvestigated such as age, gender, the date of accident, the time ofaccident, approval type, type of fishing vessel, size of fishing vessel,description of accident, and the name of diagnosed injuries anddiseases.The highest incidence was age from 40 to 49(37.8%) and September,October, May, June on the date, and between 10 to 12 a.m.(19.9%) and2 to 4 p.m.(15.8%) in the time.According to the injury incidence rates by fishing methods, stow nets(13.4%), bottom drift net (11.3%), and large bottom trawl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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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e highest incidence rates. As size of fishing vessel, injuryincidence rate of the ships over a hundred tons showed the highestrate(15.7%), so the larger ship could have the more chances of injury.As the body parts of injury, the proportion of wrist and hand was23.6%. As the place of occurrence, it happens 92.6% in the ships.The occurrence type is high in order to struck by some objects,stricture or winding, slip or glide, falling, etc, and drop or flying. Asthe result of objects related to accidents, equipment or machine inships and fishing gears causes many occurrences.In this study, it was known that there were differences of injuryincidence rates by fishing methods and size of fishing vessels, workingtype on board ship. The further study using the nationwide data wouldbe needed, because this study has been restricted in Inchon region.Key Words: fishermen, work-related injury, fishing method, incidencerate of accident, fishermen' compensation insu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