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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farming accidents
that occu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rops.
Background: Agriculture is difficult to standardize workplaces, and work is done in
a wide variety of ways depending on the terrain and crops. Safety measures also need
to be established by the line of sight to suit their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ature of farm work accidents appears to crops.
Method: In the study, 251 replying questionnaires were used. Through this, we
identified the major types of accidents by seven kinds of crops.
Results: Slip and trip accidents occur at the highest rate in all crops, and other
accidents occu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rop.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cidents that occur according to the crop.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ccident characteristics that occur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rops, which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gricultural safety measures.
Keywords: Agriculture work, Accident, Crop, Farmer

1. Introduction
201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농가 수는 1,068,000호이며 인구는 2,496,000명으로 고령화
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에 비해 농가는 2만 가구, 농가인구는 7만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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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감소하였으며, 전체가구 중 농가 비중은 5.5%,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은 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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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40.3%로 전국 고령자비율보다 약 3배 정도 높다(Statistical office, 2017).

나타나 전년에 비해 각각 0.2%p, 0.1%p 감소하였다. 농가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고령화 · 여성화 현상은 과거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문
제는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농작업에서 사고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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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현황에 따르면 재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업으로 16.94의 재해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임업 1.36, 어업 1.12, 건설업 0.84,
농업 0.73 순이었다. 전체 순위는 5위에 있으나, 농업은 산업전체의 평균 재해율 0.48보다 약 2배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고(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7), 특히, 농기계 산업의 발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예전에 비해 대형의 농기계들이 농촌지역에 보
급되고 있어서 농작업에서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작업의 재해현황 조사를 통하여 그 특성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미끄러짐과 넘어짐(27.1%), 과도한 힘과 동작(24.5%), 화재, 폭발,
파열(8.9%), 충돌과 협착(6.9%), 교통사고(6.7%) 등이 농작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이며(Chae et al., 2011), 연령이 60대에서 사고
율이 가장 높고 넘어짐과 떨어짐보다는 농기계와의 접촉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Kim et al., 2006), 농작업 전반에
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으며(Lee et al., 2007). 또한 타 업종에 비하여 농업은 고연령군과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넘어짐, 끼임, 떨어짐이 재해의 52%를 차지한다고 하였다(Ahn, 2009).
경운기와 트랙터가 전체 농기계 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주된 원인은 넘어짐과 떨어짐(60%)으로 나타났으며(Choi et al., 2009;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이는 농기계 조작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조작 및 운전에 있어 부주의나 작업피로 등 본인에 의한
과실이 재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Yun et al., 2002).
농업은 다양한 작목에서 매우 많은 작물을 취급하고 있고 이를 위한 농작업 방법 역시 개인, 지역, 지형, 작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므
로 농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은 이런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내용이 필요하나, 관련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
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여러 요인 중 작목에 따라서 발생하는 농작업 재해 유형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2. Method
2.1 Data collection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42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회신된 설문지 중 결측치를 제외한 251부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내용 중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은 본인이 경험한 사고 중 1일 이상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 사고 위주로 복
수이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신을 위하여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였으며, 전화를 이용한 안내와 방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연령은 20세
이상인 자로 하였다. 응답된 설문은 수도작, 과수, 시설채소, 특용작물, 화훼, 밭작물, 축산,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기타에는 농산물 가
공이 포함되어 있다. 작목별 응답자 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Number of respondents by crops
Crop

(Unit: person)
Gender

Sum

Male

Female

Rice

20

4

24

Fruit

69

17

86

Vegetable

45

15

60

Special crops

41

8

49

Flower

4

3

7

Field crops

9

4

13

Live stock

8

1

9

Others

2

1

3

198

53

251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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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작목별로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였으며, 작목별로 발생하
는 사고 유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를 적용하였다.

3. Results
3.1 Type of farming accidents
농작업 전반에 걸쳐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분석하였다(Figure 1). 넘어짐이 67.7%로 가장 많은 재해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농기
계로 인한 것(44.6%), 농약중독(17.9%), 떨어짐(17.5%) 순으로 조사되었다. 유해가스와 분진에 의한 호흡기 관련 재해 12.0%, 전기와 연
료로 인한 재해도 4.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업 재해현황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Choi (2007)은 농작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사고는 떨어짐(29.0%), 미끄러짐
과 넘어짐(18.9%), 교통사고 관련(17.4%), 농기계에 의한 끼임(11.7%), 충돌(28.0%), 화재(0.3%)로 보고하였고, Chae et al. (2011)은 농작
업 손상의 발생이 넘어짐(27.1%), 과도한 힘과 동작(24.5%), 화재 · 폭발, 파열(8.9%), 충돌 · 접촉(6.9%), 추락(6.9%), 교통사고(6.7%) 순으
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미끄러짐과 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Chae et al. (201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Kim and Choi (2007)의 연구결과와
는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Table 2. The result of ANOVA by crops
Sum of square

Degrees of freedom

Mean square error

F

p value

3.247

0.004

Between groups

44.026

6

7.338

Within the group

921.935

408

2.260

Total

965.96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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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별로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 one-way-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작목별로 발생하는 재해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0.05).

3.2 Type of farming accidents by crops
작목별로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는 Figure 2~8과 같다. 표시된 결과는 복수이상으로 응답한 내용을 적용한 것
이다.
Figure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넘어짐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는 작목별로 발생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작에
서는 미끄럼과 넘어짐(66.7%), 농기계로 인한 재해(58.3%), 농약중독(29.2%), 유해가스와 분진에 의한 재해(12.5%), 떨어짐(8.3%), 전기와
유류에 의한 재해(4.2%)로 순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과수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79.1%), 농기계로 인한 재해(48.8%), 떨어짐(22.1%),
전기와 유류에 의한 재해(22.1%), 농약중독(16.3%), 가스와 분진에 의한 재해(4.7%) 순으로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
설채소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66.7%), 농기계로 인한 재해(48.3%), 떨어짐(15.0%), 유해가스와 분진(13.3%), 농약중독(10.0%), 전기와
유류로 인한 재해(5.0%) 순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용작목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57.1%), 농기계로 인한 재해(36.7%), 떨
어짐(20.4%), 농약중독(16.3%), 유해가스와 분진(16.3%) 순이었으며, 화훼작목은 미끄러짐과 넘어짐(85.7%), 농약중독(42.9%), 농기계(14.3%),
떨어짐(14.3%), 유해가스와 분진(14.3%)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밭작물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46.2%), 농기계(38.5%), 유해
가스와 분진(23.1%), 농약중독(15.4%), 떨어짐(15.4%), 기타(7.7%)로 조사되었다. 축산에서는 미끄러짐과 떨어짐(44.4), 농약중독(44.4%), 농
기계(33.3%), 떨어짐(11.1%), 유해가스와 먼지(11.1%), 기타(11.1%)로 조사되었다.

Figure 2. Type of accident in rice crop

Figure 3. Type of accident in fruit

Figure 4. Type of accident in vegetable

Figure 5. Type of accident in special 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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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ype of accident in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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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ype of accident in field crops

Figure 8. Type of accident in livestock

4. Conclusion and Discussion
미끄러짐과 넘어짐은 모든 작목에서 가장 발생율이 높고 특히 화훼작목(85.7%)에서 타 작목에서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었다.
화훼작목은 작은 화분 등을 운반하는 작업이 많고 바닥에 약줄 등 재배에 필요한 장치와 구조물들이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수시로
관리되는 농약방제 소독작업으로 인한 미끄러운 바닥이 미끄러짐과 넘어짐의 원인으로 추측된다.
미끄러짐과 넘어짐을 제외하고 각 작목별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재해 유형은 농기계로 수도작, 과수, 시설채소, 특용작목, 밭작목
의 작업에서 나타났으며, 화훼와 축산에서는 농약중독에 의한 재해가 두 번째로 많은 발생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농기계로 인한 재해
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화훼와 축산이 타 작목에 비해 대형의 농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많은 재해발생비율을 나타낸 것은, 수도작에서는 농약중독(29.2%), 과수에서는 떨어짐(22.1%), 전기와 연료로 인한 사고(22.1%),
시설채소, 특용작물에서는 떨어짐 사고가 각 각 15.0%, 20.4%로 나타났다. 화훼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재해(14.3%)였으며, 밭작물에서
는 유해가스와 분진이 23.1%로 세번째로 많은 발생비율을 보였다. 축산에서는 농기계(33.3%)가 세번째로 많은 발생비율을 나타내었다.
이하의 순위에서도 작목별로 조사된 재해의 유형이 조금씩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목별로 나타나는 재해의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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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7개 작목에서 미끄러짐과 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작목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의 원인이었다.
(2) 수도작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농기계로 인한 재해, 농약중독이 주요 재해로 분석되었다
(3) 과수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농기계로 인한 재해, 전기와 유류로 인한 재해, 떨어짐이 주요한 재해로 분석되었다.
(4) 시설채소, 특용작물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농기계로 인한 재해, 떨어짐이 주요한 재해로 나타났다.
(5) 화훼, 축산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농약중독, 농기계로 인한 재해가 주요한 재해로 도출되었다.
(6) 밭작물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농기계사고, 유해가스와 분진에 의한 재해가 주요한 재해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작목별로 발생율이 높은 재해의 유형을 파악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작목별로 조사대상이 충분하지 못한 부
분이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조사대상을 늘리고 재해발생의 원인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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