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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
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
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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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
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
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
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
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
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종사자는 현재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많을 때는 1,200명을 상회했지만, 고령화되고 일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수가 절반 가까이 줄
었다(별첨 참조). 종사자 대부분 고령으로 3년 이후에는 만60세 이상인 자가 종사자의 70%를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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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제 종사자는 줄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고정
이 도입되고,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했다.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설치‧해체 종사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타워를 임대하고 타워 임대업체는 팀으로 움직이는 
설치‧해체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설치‧해체팀은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한
다. 전국에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이런 팀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해야 유리하다. 업체 역시 공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가 진행돼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개선없이 자격시험만 강화해 안전사
고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
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
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
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
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
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
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
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영리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단체로 1997년 만들어

졌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및 승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1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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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누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
중국 1,344 65 61 36 262 689 231

이탈리아 430 - - - - - -
프랑스 326 - - - - - -
독일 286 - - - - -

월 공공기관으로 승격 됐고, 국토부로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검사 총괄 역할을 부여받아 건
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역시나 
국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다수 취업해 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별 관
련 없는 검사 강화를 통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수익만 늘려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 전무

최근 3년 동안 소형무인타워가 급격히 늘어났다. 수입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
로 많다.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수입‧등록한 제품이 불법 개조를 거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 사고를 보면 마스터 기둥이 휘어진다든지, 지브가 꺽인다
든지 하는 설비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저가 타워크레인 제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1> 국가별 타워크레인 수입 현황 

* 정부합동 발표 자료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증가는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인타워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무인타워
는 조종사가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다. 자재 운반 시 사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리한 인양 시 오
는 반동을 운전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전도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무인타워를 쓰는 현
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현장으로 대형타워를 사용하는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소형무인타워는 시가지 주변의 상가·업무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
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경실련 주장. 연식 제한 폐지, 상시 검사 실시, 등록기준 강화,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 퇴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연식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타워는 20년간 사용 가
능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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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대형
타워크레인

등록대수 46 2,958 3,323 0,333 2,900 3,059 3,156 3,402 4,100 4,515 4,475

조종사 
면허 현황 3,270 4,107 4,593 4,954 5,131 5,344 5,682 5,926 6,709 7,835 8,580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대수 - - - - - 14 15 271 1,332 1,647 1,808

조종사 
면허 현황 - - - - - - 1 629 3,012 5,478 7,684

구 분 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합계
대수 6,074 2,653 726 1,141 286 1,268
비율 (100%) (43.7%) (11.9%) (18.8%) (4.7%) (20.9%)

국  내 2,599
(43%) 670 457 611 131 730

수  입 3,475
(57%) 1,983 269 530 155 538

즉각 등록 말소시켜야 한다.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타워도 새 타워로 둔갑해 등
록이 가능하다. 건실기계제작증이나 건설기계제원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회사 주소
지조차 불분명한 제작회사나 검증기관에서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다.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 2002년 국토
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해
야 하고,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은 KS규격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모두 KS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지만 국토부가 등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합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의 사
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 별 첨
<표> 타워크레인 및 조종사 등록 현황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 통계

<표> 국내 타워크레인 현황(2017년 기준)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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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018년 8월 법 개정 이전까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면장만 있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했음.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외국업체의 건설기계제작증만 있으면 등록 가능. 등록을 

받는 시·군·구 일선 공무원은 제원표 검증 능력 부족.

○ 타워크레인 형식 변경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외국시험공단, 건설기계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필요. 소형무인타워의 경우 제원표조차 없는 불법 개조 제품이 다수 존재. 법 개정 이전에 수입한 제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제원표 제작 지원 통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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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토부의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 방안

○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국토부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전달.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인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이 제원표조차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등록하게 

해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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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타워크레인 제원표 조작 사례

○ 타워크레인 형식 변경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외국시험공단, 건설기계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필요. 그림은 독일 립벨사 63LC 제품을 유인타워에서 무인타워로 개조한 경우. 립벨사 제원표에는 최대설

치높이가 37m로 제한돼 있음. 하지만 형식 변경 제원표에는 최대설치높이를 50.821m로 변경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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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책
국토부

퇴직일자
안전관리원
근무기간

비고

이○○ 원 장 2009.12.31 09.12.30~12.12.30(3년)
정○○ 기술이사 2008.12.31 08.12.29~11.12.29(3년)
김○○ 부이사장 2012.12.18 12.12.30~15.12.30(3년)
신○○ 기술이사 2013.07.05 13.07.08~16.07.08(3년)

차○○ 안전연구실장 2018.04.~
현재 관리원 

재직 중

지○○ 부이사장 2017.02.01.~
현재 관리원 

재직 중

박○○ 비상임이사
국토부 
재직 중

2017.12.23.~
현재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수입 10,200,152 10,139,120 10,350,700 12,700,101 12,729,560

건설기계검사수수료 9,817,621 9,852,853 10,083,303 11,700,928 11,303,580
증감 35,232 230,450 1,617,625 -397,348

비중(%) 96% 97% 97% 92% 88%

<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수수료 등 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표>국토부 퇴직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취업 현황

* 2018년 국정감사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