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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통계란 수집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요약Ÿ분석이 가능하

도록 집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계청 (Korea Statistic

Agency, KSA)은 통계 작업의 대상으로 안전개념을 설정

한후, 안전통계프레임워크를구성하는안전변수를선정

한후, 변수에연관된하위모듈을설정하여안전측정이가

통계청 사망외인 통계항목군의 수정도출을 통한
최적의 안전측정 분류체계(안)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Safety Measurement Classification System by 
Correcting and Deriving Statistical Items for External Causes of Death

박형주*

Park, Hyung-joo*

요 약 통계청은 사망외인에 대한 안전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안전변수와 하위모듈의 설정미스로 인해 통계 항목군의
도출에 착오를 일으켰고, 재난ㆍ사고 분야ㆍ영역의 학술적 분류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발생기전으로 명명함으로써 통
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변수를 WHO 안전정의에 맞게 변경하
고 하위모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낙상사고, 익사ㆍ익수사고 및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사고 항목군을 산업현장에서의 사
고와 일상생활에서의 작업 중 사고로 분리하여 명명하고, 유독성물질을 화학적 물질과 약물로 분리하여 항목군을 재명명하는
과정과 재난사고의 6대 분야 및 영역별로 항목군을 재배치하여 최적의 안전통계 항목군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망외인의 원천 특성에 따라 재난ㆍ사고 분야를 도출하고 관련 영역을 학술적으로 설정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통계
청의 사망외인 항목군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통계타당성을 향상시키고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안전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사망외인, 발생기전, 재난ㆍ사고 원인, 안전변수, 통계조작화

Abstract The KSA caused an error in deriving the statistical measurement items due to the misconfiguration of the safety 
variables and sub-modules that constitute the safety statistics framework for external causes of death, and pathogenesis, 
without considering the academic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field and area of   the disaster/accident. By naming it as a 
mechanism, it was analyzed that the result of poor statistical validity has arrived. Therefore, in this study, by changing the 
safety parameters according to the WHO safety definition and setting the sub-modules appropriately, the categories of falls, 
drowning accidents, and accidents exposed to inanimate mechanical forces are classified as accidents at industrial sites and 
work in daily life. As a result, by systematically re-establishing the complex group of statistical items of the NSO by 
deriving the field of disasters/accident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source of external causes of death and setting the 
relevant domains academically, statistical validity gets better and It is anticipa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saf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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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항목군을 명명하는 통계조작화 (operationalization)

작업을 수행하여 2010년 이후부터 ‘질병을 제외한 외인

사고에 의한 사망(이하 사망외인으로 부른다)’ 이라는 33

개의항목군을명명하고, 여기에사망자수등의수치를부

여하는 안전지표를 만들어 집계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 사망외인의 항목군 분류체계는 재난ㆍ사고 원

인안전변수의하위모듈로위해요소ㆍ노출을설정하여관

련 항목군을 도출하고, 취약요인 변수의 하위모듈인 활동

과 장소를 도출된 항목군의 보조요인으로 설정하여 항목

군에 대한 세부정보를 코딩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구축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정보가 기재되는 사망신고서에 활

동이나 장소에 대한 기재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측정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개념을 수정하고 안전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안전변수와 하위모듈의 설정 미스, 특히 WHO 안전개념

에 부합치 않는 안전변수를 설정함으로써 통계 항목군의

명명에 많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무엇보다도

항목군을도출하는데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재난ㆍ사고

분야나 영역체계, 즉 학술적으로 정립된 분류체계를 참고

하지않고의학적인발생기전(pathogenesis)으로만분류함

으로써 통계수치가 필히 갖추어야할 통계 타당성이 상당

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통계청의 안전통계 분류체계 대한 통계 타당성 제고를

위해 항목군과 설정치의 도출에 필요한 안전통계 프레임

워크를 수정하여체계적인통계조작화작업을거쳐수정

된 안전변수와 하위모듈의 재설정으로 타당성 있는 안전

통계 분류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

행하였다.

첫째, 통계청의 사망외인 통계항목군과 설정치의 분류

체계 수립을 위해 선정한 안전변수와 하위모델을 분석하

여 오류가 있는 가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을 시 안전변수

를 수정하고,

둘째, 수정된 안전변수에 대한 하위모듈을 재설정하여

학술적으로정립된재난ㆍ사고의 6대 분야의분류근거와

대조하여 연관함으로써 분류된 영역별로 속성이 유사한

항목군을 도출하는 계기로 삼아,

셋째. 통계 조작화작업에의해도출된통계청외인사망

항목군중에서재명명이필요한것을부분을수정또는재

배치하여 최적의 안전통계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Ⅱ. 안전통계 프레임워크의 수정 도출

1. WHO와통계청의안전정의와선정된안전변수비교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1998년「안

전과 안전증진: 개념적 운영 측면 (Conceptual and Opera

-tional Aspect)」보고서발간을통해안전을 ‘개인과공동

체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조건이 관리되는 상태

로 정의하였다.

통계청은 2017년의 「한국인의 안전보고서」와 2018

년「안전지표체계구축을위한기초연구」를통해WHO

안전 정의를 기반으로 안전을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신체적, 정신적또는물질적피해를초래하는재난ㆍ 

사고 외인과 취약요인들이 관리되는 상태’라고 수정하여

정의하였는데, WHO의위험대신에동일한개념인재난ㆍ 

사고 원인, WHO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취약요인

으로 들어 안전개념을 변경하였다(표 1 참조)[1].

표 1. WHO와 통계청의 안전개념 및 안전변수의 요약
Table 1. A summary of safety concepts and safety variab -les
by WHO and the Korea Statistics Agency

WHO(세계보건기구) 통계청
안전개념 정의 안전변수 안전개념 정의 안전변수
개인과 공동체
의 건강과 웰빙
을 보호하기 위
해 신체적,정신
적 또는 물질적
인 피해를 초래
하는 위험과 조
건이 관리되는
상태

 위험
(Hazards)

개인과 공동체
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
ㆍ사고 외인과
취약요인 들이
관리되는 상태

재난․사고 외인
(External Causes)

 조건
(Conditions)

 취약요인
(Vulnerable factor)

 피해
(Damage)

 피해
(Damage)

 관리
(Management)

 관리
(Management)

2. 통계조작화 작업에 의한 항목군과 설정치 명명과정

안전은 재난과 사고를 통합하여 분석한 위험도(Risk)

에서 출발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표출되는 위험도를

관리하는 상태(State)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관리수준도 높아야만 안전이 유지된다는 의미

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에서 구분하고 있는 재난ㆍ 

사고의 유형 별로 작성된 재난통계와 경찰청(해양 경찰청

포함), 소방청(119구급대포함) 및의료기관에서집계되는

재난ㆍ사고별사망자수등의통계수치가중요한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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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재난ㆍ사고 원인에 대한 피해 통계수치를 측정하기 위

해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질병의 이환과 사망에 이르는

외부요인(사망외인 이라 부른다)’에 대한 사망자수 등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으로 사망외인에 대

한 통계수치를 부여하는 대상인 항목군을 명명하는 작업

은 재난ㆍ사고 원인의 세부적 분류작업에서 출발하여 최

종적으로 통계수치 부여 대상인 항목군과 피해정도를 나

타내는 설정치를 도출하여 명명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사망외인에 대한 항목군의 도출과 명명작업은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전이되기 직전의 상태, 즉 ‘어떤 활동 중에

위해요소가 노출되는 상태’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학적 발생기전 (pathogenesis)에 의한 질병을 나타내는

표현과유사하다. 통계조작화작업에서항목군의명명작

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은 항목군을 속 성

만으로구분하는명명척도 (nominal scale) 규칙을사용한

다.

Ⅲ. 안전측정 항목군의 재분류(안)

1. 안전개념의 수정정의와 안전변수의 재선정

통계청이 안전측정을 하기 위한 통계조작화 작업을 위

해설정한안전변수중에서재난ㆍ사고원인과피해, 그리

고관리는WHO의안전정의를충실하게반영한변수로서

의미가 있지만, 취약요인은 WHO의 조건변수 (condition),

즉 위험이외부로나타나기위한조건을대신하여취약요

인으로대체하기에는의미가협소한측면이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안전통계 프레임워크는 WHO의 안전개념을 충

실하게 따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안전변수로 설정한 취약요인의 하위모듈로 개

인과 공동체의 활동과 장소를 설정하고, 활동분류 코드

(Activity code)와 장소분류코드(Area Code)를 작성하여

사건이일어난시간에다친사람의활동과장소를나타내

기 위하여 활동분류번호는 일부 항목(코드 V01-Y34) 의

보 조단위 자리, 장소분류코드 또한 일부 항목(코드

W00-Y34)의 보조단위 자리 즉 세세분류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에

적합한 데이터의 수집에 사용되고 있는 사망신고서에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사망외인 통계에서 측정

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통계청의안전개념에대한정의를WHO 안전

개념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선정된 안전변수를 재설정

하여야만, 현재의통계청사망외인통계항목군에대한명

명작업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타당성을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을

취약요인의대체안전변수로선정하여안전개념의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안전개념을 구성하는 안전변수로

재난ㆍ사고원인, 개인ㆍ공동체활동, 피해및관리로선정

하여 다음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본 연구에서 수정된 안전개념의 정의와 안전변수
Table 2. Revised safety concepts and safety concept variables in
this research

안전개념정의 안전변수
‘재난ㆍ사고원인이개인ㆍ공동체

의 활동 중에 작용하여, 위해요소가
노출되는 상황이 사고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데, 여기
서 위해노출빈도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가 행해지는 상태’

재난․사고 외인
(External Causes)

 개인과 공동체 활동
(Activity)

 피해 (Damage)
 관리 (Management)

또한 수정된 안전개념은 ‘재난ㆍ사고 원인이 개인ㆍ공

동체의 활동 중에 작용하여, 위해요소가 노출되는 상황이

사고로이어지고, 이에따라피해가발생하는데, 여기서위

해발생빈도와피해를줄이기위해관리가행해지는상태’

로 정의되었으며, 안전변수 간 상호작용과 안전변수를 관

장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는 안전개념에 대한 도해를 다 음

그림 1에 나타낸다.

그림 1. 수정도출된 안전개념변수간의 연관작용을 나타낸 안전개념 도해
Figure 1. Safety concept diagram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dified and derived safety concep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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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청의 사망외인 분류체계 분석

통계청은 ‘질병 이환 및 사망외인’을 안전측정용 통계

대상으로 삼고, 재난·사고의 원인 변수의 1차 하위모듈로

위해ㆍ노출을 설정하고, 2차 하위모듈을 사회안전상 위해

와 환경보건안전상 위해로 구분하여, 사회안전분야와 환

경보건분야로 이원화하고, 사회안전분야는 범죄사고, 의

도 미확인 사건, 교통운수사고,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낙

상사고, 무생물성기계힘에노출사고, 불의의호흡위험사

고, 전류ㆍ방사선 및 극단적 기온ㆍ압력 노출사고, 열 및

가열된물질과의 접촉사고, 유독성물질 확산사고, 상세 불

명의 요인에 의한 불의의 노출사고, 연기ㆍ불ㆍ불꽃에 노

출사고(화재), 익사ㆍ익수사고, 생물성 기계 힘에 노출 사

고,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ㆍ노출사고, 자살사고, 과 로

ㆍ여행 및 결핍사고의 총 13개의 항목군을 도출하여 측정

하고있으며, 환경보건분야는사망외인의후유증사고, 치

료 중 또는치료 후환자재난, 치료시 약품부작용 사고및

감염병ㆍ가축감염병확산재난과 같은 보건위생 분야의 항

목군에대기오염재난, 자연재해, 기타 상세불명의 자연재

해와 같은 환경분야 항목군을 추가, 총 7개로 세분류하여

측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안전변수는 분류한항목군에측정수치를 부

여하는 설정치 명명작업에 적용하였는데, 사망자수와 입

원자수를기본설정치로명명하고, 이 중에서항목군별로

설정한 핵심 설정치 30개와 상세 설정치 18개를 구분하여

총 48개의 확장설정치를 명명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다만

손상사망자수와 손상입원자수, 손실사망 손실 여명, 주요

재난ㆍ사고피해비용, 사회안전지수와같은 5개의안전설

정치를 전체 항목군을 대상으로 명명하였는데, 아동안전

사고사망자수, 독거노인비율, 우울감경험률, 고위험음주율,

농업인사망사고, 에너지빈 곤층비율, 등록 장애인수, 병원

환자합병증과 같이 안전측정과 연관이 없는 안전 설정치

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통계청의 사망 외인에 대한 분류체계를 분

석한 결과, 첫째로는 WHO의 안전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안전변수와 하위모듈의 설정으로 인해 사망외인, 즉 재난

ㆍ사고 원인을 도출하는 통계조작화에 의한 항목군 설정

시 분야와 영역을 설정하는 대분류 및 중간 단계의 분류

과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항목군 도출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항목군의 명명

방식이 재난ㆍ사고의 원인의 하위모듈로 설정된 위해ㆍ 

노출 상황을 의학적인 발생기전에 의한 표현으로만 명 명

하여 하나의 항목군에 표현되어지는 위해가 너무 장황 하

게열거하는등의복잡한의료적표현에집착함에따라정

보를 사고현장에서 수집하는 경찰이나 소방관 등도 분류

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통계청이 일부항목군의보조요인으로코딩한활

동과장소에대한코딩방법으로는활동과장소, 특히활동

에대한분류중요성을간과한도출로서최소한사고당시

의활동목적에대한정보는향후안전투자의방향을제시

하는데있어서의미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통계청

이 2018년 하반기 연구보고서에서 익사ㆍ익수와 낙상, 그

리고 무생물성 기계의 힘에 노출사고가 산업현장 이나 일

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로 다양한 분야의 사고를 모

두 포함하고 있어 단일분야로 분석하기 어려워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여 항목군을 명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

청의재난ㆍ사고원인에대한항목군과설정치에대한명

명 현황을 표 3에 나타낸다[2].

3. 수정된안전변수와하위모듈의설정에의한재난ㆍ사고

의 분야 및 세부영역 도출

통계청이 취약요인을 안전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안전

개념 도출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안전증진을 도모하

는데있어서취약요인의제거가필수적이므로취약요인의

하위모듈 설정을 통해 항목군과 설정치의 도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창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취약요인의

하위모듈로활동분류, 활동장소, 개인요인, 환경요인및제

약요인의 5가지를 설정하였는데, 활동분류와 활동장소 모

듈은항목군의명명에, 개인요인, 환경요인및제약요인은

항목군이아닌설정치의명명에반영되었다. 여기서설정

치의 반영에 적용되는 하위모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

고 항목군의 명명에 반영되는 활동분류와 활동장소는 개

인이나 공동체의 활동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취약요인중의하나가아니라, 인간의활동중의취약요인

이 노출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안전변수의 하나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리고 취약

요인은 피해의 정도를 심화시키므로 설정치 반영에 영향

을 주는 피해 변수의 하위모델로 이전하여 재해약자에 대

한 취약요인에 의한 설정치의 반영에 치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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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계청의 재난사고 원인에 의한 항목군 명명과 피해 및 취약요인에 의한 설정치 명명 현황
Table 3. KSA's naming of item groups based on the cause of disaster and safety indicators based on damage and vulnerability factors

통계청 설정 재난ㆍ사고 원인 안전변수 및 하위모듈에 의한 항목군 피해와 취약요인 안전변수에 의한 설정치

변수 하위 2차 분야 영역 통계청 항목군의 코드와 명명 일반 사상자수 재해약자 수

재난
ㆍ

사고
원인

ㆍ

사회
안전

화재사고 X00-X0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화재사망자수/입원자
수,화재건수/피해액 독거노인사망자

/입원자수
등록장애인사망
자 /입원자

익사사고 W65-W74 (비소득성 활동중)익사ㆍ익수사고 익사사망자수
낙상사고 W00-W19(소득성 활동중)낙상사고 낙상사망자수/입원자
압사사고 W25-W30(소득성 활동중)무생물성 기계 힘에 노출
동식물접촉사고 X20-X29 독액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사고
과로피로누적사고 X50-X57 과로, 여행 및 결핍 사고 에너지빈곤층

중독사고
X40-X45 약물 등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중독사망자수 아동/청소년안전
사고 사망자X46-X49 화학물질 등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식중독사고 식품이 질병으로 확인된 식중독사고 집단식중독 환자수 아동사망자
자살사고 X60-X84 고의적 자해 자살사망자수/자살충동경험율

범죄사고

X85-Y02 범행수단에 의한 고의적 가해사고
가해사망자수
범죄발생비
추정범죄피해건수

Y04-Y05 완력 및 성적완력에 의한 고의적 가해
Y06-Y07 방치 유기 및 학대에 의한 고의적 가해
Y10-Y34 의도 미확인 사건

교통운수사고

V01-V89 (육상)운수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교통사고 입원자수,
교통사고 비용, 보행자사망자수/자전거
사망자수/오토바이탑승자 사망자수,
승용자탑승자사망자수

V90-V94 수상 운수사고
V95-V97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8-V9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산업재해

W00-W19 낙상 사고(1)

산재사망자수
산업재해율
산재경제적손실추정액

농업인사망사고

W73-W74 기타 상세불명의 익사 및 익수사고
W20-W49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1)
W75-W8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호흡 위험
W85-W99 전류, 방사선 및 극단적 기온압력에 노출
X10-X19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테러ㆍ도발ㆍ전쟁 Y35-Y36 법적 개입 및 전쟁행위

환경
보건
안전

대기오염 X58-X5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사고 미세먼지농도(PM2.5)
사망외인 후유증 Y85-Y89 질병 이환과 사망의 외인의 후유증
치료중 환자재난 Y60-Y98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환자의 재난 : 환자합병증
약품부작용사고 Y50-Y59 치료 시 유해 작용 일으키는 약품 부작용
감염병확산재난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에 의한 확산피해 법정감염병 발생자수/결핵신고 신환자율

자연재해
(X30-X33, X36-X39) 가상기후성자연의 힘에 노출

자연재해 사망자수
자연재해 재산피해(X34-X35) 지질성 자연의 힘에 노출

X39 기타 상세불명의 힘에 노출

통계청은안전증진을도모한다는실용적목적을 염두에

두고 통계수치를 측정하는 다소 작의적인 안전 인식에기

반을 두었지만, 사실 통계수치가 객관적으로 측정되어 야

추이변화를통찰할수있고, 이를기반으로안전투자가이

루어져야만안전증진이실현된다는원칙적인안전인식에

기반을 두어 취약요인 보다 더 큰 의미인 개인ㆍ공동 체

활동을 안전변수로 선정하고, 선정된 개인ㆍ공동체 활 동

변수의 하위모듈로 소득획득 활동과 비소득성 활동을 설

정하여 항목군의 명명에 반영하였다[2].

표 4. 통계청 안전변수ㆍ하위모듈의 수정 현황
Table 4. Revision of KSA’s safety variable/sub-module

통계청 수정여부
(○△×)

본 연구
비고

변수 하위모듈 변수 하위모듈

외인
위해요소

(×) 외인
위해요소

항목군 도출에 반영
노출 노출

취약
요인

활동분류
활동장소

(△) 활동
활동
목적

소득획득
활동

항목군 도출에 반영
개인·환경
·제약요인

비소득성
활동

피해

신체

(△) 피해

신체

설정치 도출에 반영정신
개인요인·환경
요인·제약요인 

재산 재산

관리

예방

(×) 관리
예방·대비역량 국가·지자체·민간기

관 등의 재난·대비
및 대응·복구역량에
도출에 반영

대비
대응

대응·복구역량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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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재난․사고를 초래하는 외부요인의 원천특성

에 따라 재난․사고의 6대 분야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도

출하여 학술적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3].

(a)재해(재난)과 일상안전사고 (b)재난ㆍ사고의 6대 분야

그림 2. 재난ㆍ사고의 대분류를 통한 6대 분야 도출
Figure 2. Derivation of 6 major areas through the major
classification of disasters and accidents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안전변수로 선정

한 취약요인 대신 개인ㆍ공동체 활동으로 수정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수정된 안전개념의 정의와 안전변수(표 2

참조)를 적용하게되었다. 추가로개인ㆍ공동체활동변수

의하위모듈로활동목적을설정하고, 활동목적을소득획

득을위한 활동과비소득성활동, 그리고이 두가지활동

에모두해당하는소득획득․비소득성활동으로구분하였

다. 이 3가지의 활동과 이런 활동이 행해지는 재난ㆍ사고

의 6대 분야와의 연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득성 활동과

아주밀접한분야는주로산업현장이나사회기반시설에서

소득획득 활동 중 발생하는 사회기반체계재난분야이며,

반면, 비소득성활동과가장연관이높은분야는가사활동

이나 여가활동 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

분야이고, 나머지 4개의 분야, 즉 범죄재난분야, 교통운수

재난분야, 자연재해분야 및 보건위생사고분야는 소득획득

ㆍ비소득성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분야로 분류되었다.

다음은 재난ㆍ사고 원인변수의 하위모듈인 위해ㆍ노출

의발생특성(원천)은자연적인힘에노출되는원천, 사회

적인힘에노출되는원천, 그리고일상적인부주의적인생

활에노출되는원천으로구분되며, 사회적인힘에노출되

는원천은다시인간의사악한마음에서초래되는범죄적

힘에노출되는원천, 인간의이기적인마음에서초래되는

우발적ㆍ계획적ㆍ태만적 힘에 노출되는 원천, 그리 고 교

통사고와 같이 비고의적 힘에 노출되는 원천으로 나뉜다.

는데, 으로 특성과 분석한 결과, 범죄재난은 인간 의 사악

한 마음에서 초래되는 범죄적 힘이라는 원천에 노 출되는

재난이며, 교통운수재난은 인위적으로 발생은 하 지만 의

도적인힘이아닌비고의적인힘에노출되는원천에노출

되는원천으로분류된다. 또한자연재해는앞의두개의분

야와달리인위적인 힘이아닌자연의섭리에의해발생하

는원천, 즉자연의힘에노출되는재난이다. 보건위생안전

사고분야는 이전의 5개 분야와는 아주 다른 원천, 즉 개인

적이고 비위생적인 생활이라는 원천에 노출되는 분야다.

또한활동변수에의해소득획득성활동이이루어지는

분야로분류된사회재난체계재난은위해의원천이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우발적 힘, 또는 계획적인 의도된 힘,

그리고 인간의 나태한 생각에서 초래되는 태만적 힘이라

는 원천에 노출되는 분야로도 분류되며, 비소득성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안전사고분야는 부주의한 생활이라는 원

천에 노출되는 분야로 간주된다.

나아가, 위해ㆍ노출에대한 6개의하위모듈에대해 2차

하위모듈을 설정하여 세부영역을 도출한 결과, 자연의 힘

의 2차모듈은기상ㆍ기후성힘과지질성힘으로설정하여

기상ㆍ기후성 자연재해영역과 지질성 자연 재해영역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상세 불명의 자연재해를 추가하여 자연

재해분야를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발적ㆍ계획

적ㆍ태만적힘의 2차하위모듈은우발적힘, 계획적힘, 그

리고 태만적 힘으로 설정하여 우발적 힘에 노출되는 산업

재난, 계획적힘에노츨되는테러․도발및전쟁재난. 태만

적힘에노출되는환경오염재난을도출하여사회기반체계

분야를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범죄적 힘에 대한 2차 하위모듈은 폭력적 힘, 방치․유

기 및 학대의 힘으로 설정하여 폭력가해영역과 방치ㆍ유

기 및 학대가해영역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범죄로 의심은

가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도 미확인 사건을 추가하여 범죄

재난분야 또한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비고의적인 힘에 대한 2차 하위모듈은 육상 또는 수상,

또는항공ㆍ우주에서의비고의적인힘으로설정하여각각

육상운수사고영역, 수상운수사고영역, 항공운수사고영역

을 도출하여 교통운수사고분야를 구성하였다. 부주의한

생활의 2차 하위모듈로 연기․열․불꽃 취급 부주의, 가

사․여가․교육 중 작업 부주의, 독액성 동식물과의 접촉

부주의및과로․피로누적․결핍부주의를설정하여각각

화재사고영역, 가사․여가․교육중안전사고영역, 독액성

동식물과의 접촉사고영역, 과로․피로 및 결핍사고영역으

로 분류하고, 비위생적인 생활의 2차 모듈은 위해요소의

속성에 따라 약물에 의한 중독사고영역, 집단식중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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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자살사고영역, 사망외인의 후유증사고영역, 내외과

적 치료의 합병증사고영역 및 치료 중 환자의 재난영역,

감염병확산재난영역으로보건위생사고분야를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안전변수와 하위모듈 설정을 통해

재난ㆍ사고의 분야를 도출하고, 2차 하위모듈을 설정하여

분야 별 세부 영역을 도출하여 아래 표 5에 나타낸다[4].

표 5. 수정된 안전변수와 하위모듈에 의한 재난․사고 의 분야 및 세부영역의 도출 현황
Table 5. Disaster by modified safety variables and sub-modules, and the status of the field and area of the accident

구분 안전변수/하위모듈에 의한 재난ㆍ사고 분야 및 영역 도출 현황

활동 변수의  

하위모듈

활동 목적

비소득성 활동
소득 획득
활동

소득 획득 또는 비소득성 활동

외인 변수의
하위모듈 설

정

위해ㆍ노출의 원천 특성

개인적 부주의한 생활에
의한 위해ㆍ노출

우발적ㆍ계획
적ㆍ태만적
힘에 노출

범죄적 힘에
노출

비고의적인
힘에 노출

비위생적 생활에 의한 위해ㆍ노출
자연의
힘에 노
출

재난ㆍ사고의
분야 도출

I.생활안전사고
S.사회기반
체계재난

C.범죄재난
T.교통운수
재난

H.보건위생사고
N.자연
재해

위해ㆍ노출
하위모듈에
대한

2차 하위모듈
설정

ㆍ

재난ㆍ사고의
분야별 영역
도출

Ⅳ. 분야ㆍ항목별 항목군의 수정도출(안)

1. 통계청 사망외인 항목군 기반의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

통계청의 사망외인에 대한 통계 항목군은 2010년 이후

부터현재까지코딩되어집계되고있다. 주로외인으로인

한 손상사망자를 기본으로 통계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항

목군을 살펴보면, 교통운수사고 영역에 11개의 항목군 을

설정하고있으며, 불의의손상의기타외인영역에 13개의

항목군과, 고의적 자해(자살) 항목군, 가해(범죄) 항목군,

의도 미확인 사건 항목군,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항목군,

내과적및치료의합병증항목군, 질병이환과사망외인의

후유증 항목군을 합하여 총 30개의 항목군을 설정하여 측

정하고 있다.

전장에서는수정된안전변수와 1, 2차하위모듈을기반

으로 재난ㆍ사고의 6대 분야와 분야 별 세부영역을 도 출

하고다음단계는세부영역별측정이가능한항목군을명

명하였다. 통계청이명명한항목군은상당기간측정되어

왔기 때문에 명명된 항목이 복잡하더라도 이미 집계된 데

이터의중요성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새로운항목군을

명명하지 않고 분야ㆍ영역 별로 재배치하고, 일부 변경이

필요한 항목군만을 선정하여 재명명하였다.

재명명의 대상이 되는 항목군은 첫 번째로 낙상사고,

익사ㆍ익수사고, 무생물성 기계의 힘에 노출사고를 들 수

있는데, 이들 항목군에 대해 통계청은 산업현장이나 일상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단일 분

야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가 어려워 단일 항목 군

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명명하였다. 이것은 안전통계 프레

임워크의안전변수를취약요인으로잘못선정하여활동목

적에 따른 영역분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상기 3개의항목군을 소득활동중에일어나는

항목군과 비소득활동 중에 일어나는 항목군으 로 영역을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소득활동 중 일어나는 상기 3개의

항목군은 산업재해로 집계되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비소

득활동 중 일어나는 일상생활사고와 분리되 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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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대상이 되는 항목군은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

의의 중독ㆍ노출사고인데, 이 항목군은 위해요소인 유독

성물질이크게화학물질류와약물류의 2가지로분류되는

데 통계청은 보조요소로 정리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집 계

작업을한 번더거쳐야추이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화

학물질등에의한불의의노출사고와약물등에의한불의

의 중독사고로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

하므로 산업재난 영역 항목군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보건

위생사고분야의약물등중독사고영역의항목군으로분류

하였다.

세번째대상이되는항목군은가해사고항목군으로가

해사고를 폭력을 사용한 폭력가해사고와 괴롭힘에 의 한

방치ㆍ유기ㆍ학대가해사고의 2개영역으로세분하여명명

함으로써 가해사고의 항목군에서부터 경중이 구분되 여

측정되도록 하였고, 네 번째는 교통운수사고 항목군 으로

육상운수사고는 보행자 사고 항목과 차량 종류에 의한 사

고항목을한데묶어육상교통운수사고항목군을신설, 명

명하고, 수상운수사고 항목군과 항공ㆍ우주운수 사고는

각각 여객선사고 항목여객기운수사고 항목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을 사망외

인항목군이아닌질병코드로분류하고있는데엄연히말

하면 감염병은 발생 그 자체보다는 비위생적인 생활로 인

해확산되는재난이므로외인사망통계로이전하여보건위

생사고분야의감염병및가축감염병확산재난영역의항목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이본연구에서재명명된항목군을포함하여재

배치된 항목군까지 또한 이전된 항목군을 표 6에 제 시하

였다.

Ⅴ.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계청은 의학적인 질병의 발생기전,

다시말하면사망외인을병적상태의발전, 특히병이발전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과 반응 및 기타 병리학적

진행과정에따라사망외인안전변수의하위모듈인위해ㆍ

노출이 사고로 전환되어 불의의 손상이 발생하는 방식을

묘사하는데이터요소로항목군을도출하고, 피해안전변

수에의해설정되는안전지표로측정하였다. 이방식은재

난ㆍ사고 원인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한 손상을 의학적 견

지에서발생기전으로분류하는방법으로통계수치가사망

보고서의 데이터 정보에만 의존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통계수치의 측정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통계청의 항목군을 대부분 큰 변경 없이 사용하여

새로운 안전통계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무엇보다도 통

계청이 재난ㆍ사고에 대한 운명론을 지양하기 위해 안전

변수로 취약요인을 선정하고 그 하위모듈에 환경요인, 발

생장소, 활동분류, 활동제약요인이라는 다소 취약요인의

하위모듈로 적합하지 않은 요인들을 설정함에 따라 사망

외인의 항목군 분류체계가 복잡해지고, 서로간의 연관성

이 크게 떨어진 점이 있다.

그러므로 안전변수를 취약요인에서 개인ㆍ공동체 활동

으로 변경하고 하위모듈을 활동목적으로 설정하여 소득

획득 활동과 비소득성 활동을 구분하여 낙상사고, 익사ㆍ 

익수사고 및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사고 항목군을 소

득 획득 위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비소득성 일상생활

에서의작업중사고로구분하였으며, 또한유독성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항목군을 유독성 물질을 화학물질

류와 약물류로 나누어 화학물질류에 의한 노출사고 항목

군은 산업재난영역의 화학물질 등의 유독성 물질에 노출

사고 항목군으로, 약물에 의한 중독사고는 보건위생사고

영역의 항목군으로 분류하여 통계청의 분류와 달리 항목

군의 보조요인이 아닌 항목군 단계에서 측정되도록 명명

하였다.

이밖에도몇가지의수정사항이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분류한안전통계분류체계에서빼어놓을수없는것

은 사망외인의 원천인 재난ㆍ사고 원인에 대한 특성을 논

리적으로분류하여재난ㆍ사고의인식에주축이되는 6대

분야의분류근거로삼고분야별세부영역을체계적으로

도출함으로써복잡하게구성되어있는통계청의사망외인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 단순하게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

다. 특히사망외인의원천을분야ㆍ영역별로 구분하는재

정립 작업을 통해 안전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안전투자의방향을잡는데길잡이로서의역할

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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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정된 안전통계 항목군 분류체계 현황과 통계청 분류체계의 비교 

Table 3. Status of disasterᆞacciden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sub-module settings for each safety variable 

수정된 안전통계 항목군 분류체계 통계청 안전통계 항목군 분류체계
분야 영역  안전변수의 조작화에 의한 항목군 도출 코드 영역 분야

CV.폭력가해사고
범행수단(18개)에 의한 고의적 가해사고 X85-Y02

가해(범죄)사고

사회
안전
분야

완력 또는 성적완력에 의한 폭력 가해사고 Y04-Y05
CA.방치ㆍ유기ㆍ학대가해사고 방치ㆍ유기 및 학대에 의한 가해사고 Y06-Y07
CU.의도 미확인 사건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의도 미확인 사건

TG.육상교통운수사고 육상교통운수사고 V01-V89
보행자 및 차량 종류별
육상운수사고

TW.수상운수사고
여객선선박사고,, 어업 및 화물선사고, 기타 선박사고,
기타 상세불명 수상운수사고

V90-V94

익사원인 선박사고, 기
타 선박사고, 익사 아
닌 선상사고, 기타 수
상운수사고

TS.항공․우주운수사고 여객항공기, 화물항공기, 무동력 항공기, 우주선 V95-V97 ‘좌동’
TE.상세불명의 운수사고 기타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상세불명 운수사고
ST.테러ㆍ도발ㆍ전쟁재난 테러ㆍ도발 및 전쟁재난 Y35-Y36 법적 개입 및 전쟁행위

SI.소득획득 위한 산업재난

산업현장의 낙상재난
W03,04,10
W13,17,19

낙상사고

산업현장의 익사ㆍ익수재난 W73-W74 익사ㆍ익수사고
산업현장의 무생물성 기계의 힘에 노출재난 W20-W49 무생물성 기계 힘 노출사고
불의의 호흡위험 재난 W75-W84 불의의 호흡위험사고
전류ㆍ방사선 및 극단적 기온ㆍ압력 노출재난 W85-W99 ‘좌동’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재난 X10-X19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화학물질 등 유독성 물질에 노출사고 X46-X49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SE.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노
출재난

기타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불의의 노출재난 X58-X59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불
의의 노출사고

IF. 화재사고 연기ㆍ열ㆍ불꽃에 노출사고 X00-X09 연기ㆍ열ㆍ불꽃에 노출사고

IS.비소득성 작업안전사고
가사ㆍ여가ㆍ교육 활동 중 낙상사고

W05-W09
W14-W16

낙상사고

가사ㆍ여가ㆍ교육 활동 중 익사•익수사고 W65-W72 익사․익수사고
가사ㆍ여가 등 활동 중 무생물성 기계 힘에 노출사고 W25-W30 기계적 힘에 노출사고

IV.독액성 동식물접촉 사고 독액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사고 X20-X29 생물성 기계 힘에 노출재난
IO.과로ㆍ피로누적 및 결핍사고 과로ㆍ피로누적 및 결핍 사고 X50-X57 과로ㆍ여행 및 결핍 사고

HT.유독성 약물 등의 중독사고 유독성 약물 등에 의한 중독사고 X40-X45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HP.자발적 자해 사고 자살사고 X60-X84 고의적 자해 사고
HA.사망외인의 후유증 사고 질병 이환과 사망외인의 후유증사고 Y85-Y89 사망외인의 후유증 사고

환경
보건
분야

HC.내과적ㆍ외과적 치료의 합
병증 사고

내과적․외과적 치료의 합병증사고 Y90-Y98
내․외과적 치료의 합병증
사고

의료장치에 의한 유해작용사고 Y70-Y82
이상반응이나 합병증 유발 내 외과적 치료 Y83-Y84
치료 중 또는 치료 후환자의 재난 Y60-Y69

HS.치료시 약품부작용 치료 시 약품부작용사고 Y40-Y59 치료 시약품 부작용 사고

HI.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재난

제1군~5군감염병, 지정감염균, WHO감시대상, 성매
매감염균, 인수공동감염병, 의료관련, 감염병확산재난 (질병 코

딩)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재난(질병으로 분류)

가축감염병 확산재난

NW.기상ㆍ기후성 재해
혹서재난, 일광재난, 혹한재난, 낙뢰재난, 호우ㆍ홍
수재난, 사태재난, 강풍재난

X30-X33
X36-X38 자연의 힘에 노출 재난

NG.지질성 재해 지진재난, 화산폭발재난 X34-X35
NE.상세불명의 자연재해 기타 상세불명의 자연재해 X39 기타 상세불명의 자연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