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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65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 전, 법률 제14788호)에 따라 ① 2019.1.1.～

2019.12.31.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2019.1.1.

～2019.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②-2

2019.1.1. ～ 2019.12.31. 기간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②-3 2019.1.1. ～ 2019.12.31.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③ 최근 3년 이내(2017.1.1. ～ 2019.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2019.1.1. ～ 2019.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2019년 공표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가 개정(‘17.4.18.)됨에 따라 ’18년 공표 시

부터「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

만인율 이상 사업장」이「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및「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공표 대상이 변경되었고,「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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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19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489개소)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서울 건설업 300~499인
진흥기업㈜
(미아9-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 강북구 오현로9다길 28-5 
(미아동)

1 305 4 1.31 0.39 

서울 건설업 300~499인
GS건설㈜
(신길센트럴자이(서울))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23나길 11 
(신길동) 일대

1 411 4 0.97 0.39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은일종합건설(주)(원청)
(주)이룸설비(하청)
(서울마곡지구업무시설용지C12-2,
C12-10업무시설 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50 (마곡동) 
798-5

1 91 7 7.69 0.90 

서울 건설업 50인~99인

롯데건설㈜(원청)
(주)대흥종합건설(원청)
㈜대흥토건(하청)
(서남물재생센터3차(총인)처리
시설설치공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20가길 20 
(방화동)서남물재생센터

1 56 5 8.93 0.90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에즈원종합건설주식회사(원청)
(주)서인테크(하청)
(한성용답서비스센터재개발신축
공사1단계공사)

서울 성동구 가람길 277 (용답동) 1 89 2 2.25 0.90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주식회사씨지주택
(성수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42-7 
(성수동1가)

1 67 1 1.49 0.9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하우종합건설(원청)
율림건설주식회사(원청)
성도토건주식회사(원청)
(헌법재판소청사증축사업)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2 11 3 27.27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동강설비주식회사
(수색4구역인근정압기설치및본,
공급관공사)

서울 은평구 수색동 329-1번지 
~325-19번지

2 2 2 10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효찬종합건설
(화곡동937-7외1필지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월정로18길 17 (화곡동) 1 10 3 3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동현종합건설(주)(원청)
옥연건설주식식회사(하청)
(면목동1094-1업무시설신축공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58길 6 (면목동) 1 19 3 15.79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리버티건설(원청)
성보이엔씨(하청)
(대치동교육연구및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6-8 1 45 3 6.67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성부건설(하청)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1 1 2 20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현코킹
(송파구방이동166-20)

서울 광진구 능동로 48길 57 1 1 1 10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이각건설(원청)
일도산업(하청)
(논현동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135길 12 
(논현동)

1 16 1 6.25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라움건설
(송파구송파동84-1번지동서남북
빌딩대수선공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86 (송파동) 1 18 2 11.1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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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제이디종합건설(원청)
개인업자(박금석)(하청)
(천호동314-26,33,34번지근린생활
및공동주택신축공사)

서울 강동구 천중로11길 7 (천호동) 1 22 2 9.09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D&S인테리어
(반포서래나루2층도장공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641번지 2층 1 1 1 10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해주전설
(화곡동421-17외1필지전기공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95 (화곡동) 1 1 1 10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업자(최동만, 최승규)
(송파동118-31대중빌라다가구
지붕싱글공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4길 21-1 
(송파동, 대중빌라)

1 1 1 10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미감아이디(ID)(원청)
마사다툴(하청)
(노바디세컨드창고공사및가구제작)

서울 강북구 도봉로76길 56 (미아동, 
미아요진아파트)

1 1 1 10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동진전설㈜
(중랑구,동대문구전기공사)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46 (면목동) 1 1 1 10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초성종합건설(주)(원청)
은성이앤씨(주)(하청)
(고덕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중
공공청사(파출소) 신축공사)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13 (상일동, 
일원)

1 7 1 14.29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종합건설케이와이
(중곡동39-4,5번지근린생활시설
및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서울 광진구 능동로48길 18-6 
(중곡동)

1 8 1 12.5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동성공업도장
(2019년동대문광진중랑센터임대
아파트재도장공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8 (면목동, 
면목임대아파트)

1 8 1 12.5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태영씨엔씨
(청담대림1차e-편한세상아파트내.
외부균열보수및재도장공사)

서울 강남구 학동로77길 27 (청담동, 
대림아파트)

1 9 1 11.11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용우종합건설(주)(원청)
미장산업(하청)
(화곡동에스엠케이아파트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60-1 (화곡동) 
938-23

1 10 1 10.00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은서건설(하청)
(아시아선수촌아파트균열보수및
재도장공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동)

1 12 1 8.33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은성산업주식회사(원청)
백마건업(주)(하청)
(방학역모비우스스퀘어신축공사.
중토목공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4 1 14 1 7.14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와이엠종합건설(원청)
운명테크(하청)
(시흥동다세대주택및오피스텔신
축공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8-13 1 22 1 4.55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동광이엔씨(원청)
주식회사강호알엔디(하청)
(선린중외1교(재동초)외부창호개
선및기타공사)

서울 용산구 원효로97길 33-4 
(청파동3가) 선린중외1교(재동초)

1 23 1 4.35 2.00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호반산업(원청)
(주)서우건영(원청)
주식회사호반티비엠(하청)
(반포천유역분리터널건설공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초동, 
정곡빌딩남관)

1 31 1 3.2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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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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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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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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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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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태평양개발㈜(원청)
㈜대광이앤씨(하청)
누리이앤씨㈜(하청)
(영동선51.0km(강릉)등8개소방음
시설설치공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89길 16 
(성내동, 파크프라자)

1 40 1 2.50 2.00 

서울
창고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새한통운 서울 금천구 문성로3길 85 (독산동) 1 2 1 50.00 0.83 

서울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맨하탄빌딩관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306)

1 47 1 2.13 0.78 

서울
기타의

각종사업
50인미만 아진씨앤씨(주) 서울 강동구 명일로13길 19 (둔촌동) 1 5 1 20.00 1.36 

서울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유일E&C
(대성당냉방기증설공사)

서울 강남구 일원로5길 84 (일원동) 
103호

1 1 1 100.00 0.50 

부산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금문산업(원청)
하나인더스트리㈜(하청)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333번길 50 
(지사동)

1 35 2 5.71 1.01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300~499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주식회사
(舊)와이케이스틸㈜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8, 
605호(명지동, 더프라임)

1 409 7 1.71 0.78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99인
아이앤케이신항만(주)(원청)
(주)피엔피엔지니어링(하청)

부산 남구  동명로118번길 68 
(용호동)

1 64 1 1.56 0.78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태웅에스엔티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246 
(송정동)

1 26 2 7.69 1.39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용광산기 주식회사(원청)
삼정산업(하청)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34 
(정관읍, 용광산기(주) 내 삼정산업)

1 1 1 100.00 1.39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건창산기㈜
(건창산기(주)구평공장)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361 (구평동) 1 3 1 33.33 1.39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성림하이텍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69-11 
(학장동)

1 3 1 33.33 1.39 

부산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삼광선박
(118금성호식당청수입구파이프
수리작업)

부산 서구 충무대로 202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부두 선박내)

1 5 1 20.00 2.19 

부산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SMS
(KJ조선소구평현장)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95 
(구평동)

1 20 1 5.00 2.19 

부산 건설업 300~499인

(주)협성종합건업(원청)
주식회사상익건설(원청)
피큐건설주식회사(원청)
영빈건설주식회사(하청)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D-1블럭
신축공사(공동도급))

부산 동구 초량동 1185-1 일원 1 400 2 0.50 0.39 

부산 건설업 100~299인
주식회사티시스(원청)
주식회사오주건설(하청)
(흥국생명부산사옥업무시설신축공사)

부산 동구 초량동 1193-1 1 115 2 1.74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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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업 50인~99인
광진타워(원청)
효성타워(하청)
((주)더사옥신축공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31-12 외 
2필지

1 87 2 2.30 0.9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삼우기업
(경해빌딩지하주차장장치철거공사)

부산 서구 자갈치로 5 (충무동1가, 
경해빌딩)

2 1 2 20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상아건설
(동행정복지센터1층창고철거공사)

부산 동래구 복천로 1 (복천동) 1 1 2 20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남경엔종합건설
(모라동857공동주택및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산 사상구 모라동 857 1 26 2 7.69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성진설비
(개금동177-339업무시설신축공사
중기계소방공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77-339번지 1 1 1 10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상아건업
(삼성~학리간해안산책로보수)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301-2번지 1 1 1 10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나성개발
((주)성우하이텍공장지붕보수
(방수실런트작업등))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333번길 70 
(지사동)

1 1 1 10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아림전력
((주)와이오엠전력증설공사외
(500/800KW))

부산 강서구 생곡산단1로24번길 51 
(생곡동)

1 1 1 10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박일호개별공사
(사상구감전천로166공장지붕보수
공사)

부산 사상구 감전천로 166 (학장동) 1 1 1 10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우호건설㈜
(부산전자공고전국기능대회경기
장(토목)조성공사)

부산 동래구 금강로59번길 51 
(온천동)

1 3 1 33.33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하이라인(원청)
삼원공업사(하청)
(거제케이탁근생시설용도변경및
증축공사)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87 
(거제동)

1 3 1 33.33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에이제이동양메닉스주식회사(원청)
대동산업(하청)
(안락동항운병원)

부산 동래구 안락동 749-13 1 4 1 25.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최연태/감전동2층주택리모델링공사
부산 사상구 새벽로167번길 65-23 
(감전동, 129-32번지)

1 5 1 2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케이제이에스
(부산에코델타시티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2차년도))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877 (명지동) 1 5 1 20.00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철인종합건설(주)(원청)
㈜아성산업(하청)
(부산국제정비공장신축공사)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S10-2블럭

1 11 1 9.09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청우그린
(남항파출소연안구조정계류시설
파일공사)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6 번지 앞 해상 1 13 1 7.69 2.00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용성냉동(원청)
강동중량(하청)
(스파이럴프리져설치공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407로 65 
(송정동)

1 29 1 3.45 2.00 

부산
육상및

수상운수업
100~299인 삼화피티에스(주)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1 1 270 2 0.74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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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500~999인 부산신항만(주)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72 (성북동, 
부산신항만(주))

2 901 9 1.00 0.99 

부산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100~299인 인터지스(주)감천 부산 서구 원양로 215 (암남동) 2 168 4 2.38 0.89 

부산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50인미만 오릭스동래

부산 금정구 장전동 19번지 1호 
오릭스동래 2층

1 1 2 200.00 0.83 

부산
보건및

사회복지사업
50인~99인 대성사랑의료재단 제일요양병원

부산 금정구 서부로 56 (서동, 
제일요양병원)

1 55 1 1.82 0.36 

대구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100~299인 (주)아진피앤피
대구 달성군 현풍읍 
국가산단북로100길 40 

1 155 8 5.16 1.09 

대구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홍성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10 (대천동) 1 39 1 2.56 1.01 

대구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익성프라스틱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5길 11 1 8 1 12.50 1.01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진성테크(원청)
동부산업건설(하청)
((주)무태골프연습장엘리베이터설
치용골조공사)

대구 북구 호국로 143 (서변동) 1 1 1 100.00 2.00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정태길도급공사
(삼용다이캐스팅공장동지붕판넬
공사)

대구 북구 성북로15길 49 (침산동) 1 1 1 100.00 2.00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제이케이(JK)정보
(칸막이및바닥공사)

대구 달서구 월곡로 379 8층 802호 
(월성동, 씨엘타워)

1 2 1 50.00 2.00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효진종합건설
(서문시장활성화구역아케이드
설치공사)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45 (대신동) 1 11 1 9.09 2.00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건인씨엔알
(신천휴먼시아6단지아파트하자
보수공사)

대구 동구 송라로11길 39 (신천동) 1 19 1 5.26 2.00 

대구 임업 50인미만
대구달성산림조합
(2019년산불피해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구 동구 진인동 산 112 1 18 1 5.56 1.55 

인천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회성목재(주)
인천 서구 백범로910번길 61 
(가좌동)

1 10 1 10.00 1.88 

인천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거림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595번길 149 
(고잔동)

1 31 1 3.23 1.01 

인천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주)반도유니콘 인천 서구 오류동 이든로 31 1 27 1 3.70 1.17 

인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300~499인 핸즈코퍼레이션주식회사제2공장 인천 서구 가정로37번길 50 (가좌동) 1 337 5 1.48 0.78 

인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광희 인천 서구 원전로59번길 1 (경서동) 1 45 2 4.44 1.39 

인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이삭엔지니어링
인천 서구 원당대로117번안길 16 
(오류동)

1 7 1 14.2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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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삼성유압기계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동) 2-454 
(주)삼성유압기계

1 10 1 10.00 1.39 

인천 건설업 100~299인
(주)태진종합건설(원청)
(주)제이디종합건설(하청)
(부평동38-131주상복합신축공사)

인천 부평구 부평동 38-131번지 1 102 7 6.86 0.55 

인천 건설업 100~299인

(주)광양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태원이엔씨(하청)
(광양프런티어밸리-3지식산업센타
신축공사)

인천 서구 가석로 36 (가좌동) 
274-1번지 외 5필지

1 174 3 1.72 0.55 

인천 건설업 100~299인
(주)큐에스엔지니어링(원청)
아진산업개발(주)(하청)
(MerckLifeScienceCenter)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8-9번지 1 111 2 1.80 0.55 

인천 건설업 100~299인

은성산업(주)(원청)
(주)홍익건설(하청)
(남동테크노타워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189 (고잔동) 1 117 2 1.71 0.55 

인천 건설업 50인~99인
일주건설(주)(원청)
재인건설(주)(하청)
(청라레이크봄신축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943-7,943-8 1 90 2 2.22 0.90 

인천 건설업 50인~99인
(주)동일인테리어(원청)
한성하우징㈜(하청)
(인천루원시티견본주택건립공사)

인천 서구 가정동 645-3 1 82 1 1.22 0.9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청광건설㈜
(인천서창2지구신천ic연결도로대행
개발사업시행자선정입찰공고)

인천 남동구 수인로 3556 (운연동, , 
시흥시 방산동 일원)

1 44 5 11.36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나경종합건설주식회사(원청)
영성스톤주식회사(하청)
(작전동679-10번지외2필지오피스
텔신축공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17번길 8 
(작전동)

1 27 3 11.11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신흥건설(주)(원청)
서은설비(하청)
((주)이노디스공장신축공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16-17 1 10 2 20.00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우진종합건설(주)(원청)
주식회사만일건설(하청)
(갈월초급식소및다목적강당증축공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65 (갈산동) 1 18 2 11.11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시공종합건설(주)(원청)
㈜서왕이노베이션(하청)
(강화지원시설용지6근생및오피스텔
신축공사)

인천 강화군 강화읍 
753-7(강화일반산업잔지 
지원시설용지6)

1 39 2 5.13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진흥종합건설㈜(원청)
(주)오라건설(하청)
(고양향동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인천 남동구 백범로227번길 34 1층 
(만수동)

1 1 1 100.00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세림건설㈜
(2019년강화군2구역개보수공사
(연간계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27번길 21 고천리 848 외

1 1 1 100.00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삼아산업㈜
(연수체육문화센터신축소방공사)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0-1 1 1 1 10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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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업 50인미만

동국제강(주)(원청)
(주)백운(하청)
(2호압연출하기중기위치변경공사
(기계))

인천 동구 중봉대로 15 (송현동) 
동국제강(주) 인천공장

1 2 1 50.00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라온주택
(더스테이팬션세탁실증축공사)

인천 강화군 고비고개로743번길 
94-9 (내가면 고천리, )

1 3 1 33.33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영신단열공사
(Heavy조립공장지붕누수개선공사)

인천 동구 인중로 489 (화수동) 1 3 1 33.33 2.00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케이에프엠씨주식회사(원청)
동진강건(주)(하청)
(선미푸드인천공장신축공사)

인천 서구 금곡동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7블록 8로트

1 38 1 2.63 2.00 

인천
철도･궤도･
삭도･항공
운수업

1,000인이상 (주)대한항공 인천여객운송지점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1 1904 17 0.89 0.67

인천 농업 50인미만
로사조경
(서강빌라건물주위전지공사및수
목식재공사)

인천 동구 송림로 26 (금곡동) 1 1 1 100.00 0.97 

인천 농업 50인미만
중진공산업개발
(인천부흥초등학교교내전지작업)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45번길 35 
상가동 205~208호 
(계산동,한우리아파트)

1 2 1 50.00 0.97 

인천
건물종합관리,

위생및
유사서비스업

100~299인 주식회사아이케이 인천 서구 검단천로 151 (오류동) 1 132 2 1.52 0.71 

광주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대신물산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3번로 41-24 
(진곡동, (주)대신물산)

1 12 1 8.33 1.01 

광주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대성샤프트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73-9 
(오선동)

1 3 1 33.33 1.39 

광주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제일이엔지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62번길 20 
(월출동)

1 7 1 14.29 1.39 

광주 건설업 100~299인

대라수건설(주)(원청)
제일건설주식회사(하청)
(광주첨단대라수어썸시티주상
복합신축공사
(건축,토목,조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22-90 (쌍암동)

1 143 2 1.40 0.55 

광주 건설업 50인~99인
(주)중해건설(원청)
제일건설(주)(하청)
(오룡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9 
(오룡동)

2 83 2 2.41 0.90 

광주 건설업 50인~99인

(주)유탑건설(원청)
주식회사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무
소(원청)
제일건설주식회사(하청)
(치평동생활형숙박시설신축공사)

광주 서구 치평동 1231-5 1 82 3 3.66 0.90 

광주 건설업 50인미만
영재전기㈜
(플라텔(주)증축공장전기,통신,
소방공사)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68 (옥동) 2 10 2 20.00 2.00 

광주 건설업 50인미만
(주)포레스트건설(원청)
혜광전기주식회사(하청)
(에이스침대광주지점신축공사)

광주 서구 상무대로 930 (쌍촌동) 
986-14,42

1 15 1 6.6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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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이원스페이스(원청)
가나안전(하청)
(2019광주수영대회 시설공사 
1권역 관급자재
(PVF막구조물)설치)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월계동) 1 23 1 4.35 2.00 

광주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이종상 개인건축업자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57-9 
(진곡동)

1 6 1 16.67 0.50 

광주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두산지게차전남판매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외로 311 
(송촌동)

1 10 1 10.00 0.50 

대전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풍림
대전 대덕구 대화로52번안길 160 
(대화동)

1 15 1 6.67 1.88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대명환경개발
(계족로21-7주택부분철거공사)

대전 동구 계족로 21-7 (효동) 1 1 1 100.00 2.00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권현정 대흥동492-4번지 증축공사
대전 중구 보문로268번길 10 
(대흥동)

1 1 1 100.00 2.00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주)조양산업
(삼익목화1차아파트외부균열보수
및재도장공사)

대전 서구 복수서로 50 (복수동, 
삼익목화아파트) 

1 5 1 20.00 2.00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주)유토
(대전시서구둔산남로105번길27
(둔산동)화재복구공사)

대전 서구 둔산남로105번길 27 
(둔산동)

1 10 1 10.00 2.00 

세종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아트텍
(조치원풍산아파트외부도장공사)

세종  조치원읍 새내8길 22-13 
풍산아파트

1 10 1 10.00 2.00 

울산 건설업 50인~99인

에스디지(주)(원청)
(주)진산엔지니어링(하청)
(롯데비피화학~바카케미칼구간
원료가스배관토목공사및
지하배관매)

울산 남구 부곡동 105-19번지 1 73 1 1.37 0.90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주)남도건설
(삼원테크노(주)옥상방수하자보수
공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99-37 삼원테크노(주)

1 1 1 100.00 2.00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재원도장㈜
(서동한라하얏트균열보수및재도
장공사)

울산 중구 동천4길 15 (서동, 
한라하야트)

1 2 1 50.00 2.00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고려아연(주)(원청)
주식회사금화(하청)
(배소1,2계열MAINSTACK작업상
교체작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1 2 1 50.00 2.00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성진종합건설(주)(원청)
(주)에이치에스공영(원청)
신화종합건설(주)(원청)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1차)-
4공구(공동도급))

울산 중구 성안동 및 약사동, 병영동 
일원

1 13 1 7.69 2.00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성지토목기술공사(원청)
(주)명보엔지니어링(하청)
(울산H.T.V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산단 1 15 1 6.67 2.00 

울산 임업 50인미만
(주)솔
(2019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3구역))

울산 북구 대안동 산200번지 외 
대안동,호계동,중산동,매곡동 일원

1 1 1 100.0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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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범우(원청)
동광엘앤이(주)(하청)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19-3 1 46 5 10.87 0.78 

울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동호토탈환경
(유곡푸르지오아파트저수조청소
작업)

울산 중구 평동3길 1 (유곡동, 
푸르지오)

1 2 1 50.00 0.78 

강원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삼양프루웰 강원 원주시 우산로 177 (우산동) 1 29 1 3.45 1.88 

강원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제일알앤에이(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팔봉산로 2550 1 24 1 4.17 1.17 

강원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에타솔라(원청)
미래솔라㈜(하청)

강원 원주시 살대울모래기길 107 
(봉산동)

1 12 2 16.67 1.39 

강원 건설업 100~299인

(주)건우(원청)
건설철강(주)(하청)
((주)서울에프엔비원주기업도시
건기식공장신축공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053 5 104 7 6.73 0.55 

강원 건설업 100~299인
대양종합건설㈜
(강릉그린테라스하우스타운신축)

강원 강릉시 사임당로175번길 25-16 
(유천동)

1 114 6 5.26 0.55 

강원 건설업 100~299인
혜림건설㈜(원청)
(주)용상엔지니어링(하청)
(약사촉진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원 춘천시 춘천로81번길 20 
(약사동, 약사아파트)

1 174 4 2.30 0.55 

강원 건설업 50인~99인
GS건설㈜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강원 동해시 공단2로 15-5 (구호동) 1 92 3 3.26 0.9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주)거봉건설
(홍천군홍천읍진리62-2번지운동
시설신축공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 62-2 2 23 2 8.70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쌍용건설㈜
(강원속초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

강원 속초시 미리내길 61 2 33 2 6.06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대성건업
(대한예수교침례회양구교회지붕
보수공사)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447 
(양구교회)

1 1 1 100.00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에스디피그
(퇴비사지붕교체및임신사,육성사
판넬공사
(최기해,재원농장))

강원 화천군 간동면 버덩말길 24-60 1 1 1 100.00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마루건설
(문공공장지붕보수공사)

강원 영월군 북면 강구길 29 1 1 1 100.00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신영찬공사
(신영찬우사수리공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93번지 1 1 1 100.00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흥일건설건설(주)(원청)
교문건설(주)(하청)
(2019년강원본부관내(강원권)포장
유지보수공사)

강원 원주시 무실동 
남원주ic~춘천ic일대

1 4 1 25.00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서림종합건설㈜
(국도19호선속실지구위험도로
개선사업)

강원 횡성군 청일면 속실지구 일원 1 6 1 16.67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성조건설㈜
(국도31호선홍천내면방내폭원부
족구간 정비공사(1공구))

강원 홍천군 내면 방내로 482 일원 1 7 1 14.2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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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주)대림기업
(’19년강원지역본부인제지사고압
공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지역 
전역

1 14 1 7.14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합자)광성건설(원청)
다함기초건설(주)(하청)
(KTL강원지역시험소신축공사)

강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일원

1 18 1 5.56 2.00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주)에코스이엔씨
(율리태양광발전소시설설치공사)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로 269-138 
율이리 253-2,3,4,12번지

1 32 1 3.13 2.00 

강원 임업 50인미만
홍천군산림조합
(2019년 군유림벌채사업)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1 1 27 4 14.81 1.55 

강원 임업 50인미만 인제군산림조합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0 1 7 2 28.57 1.55 

강원 임업 50인미만 양양속초산림조합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13 1 11 2 18.18 1.55 

강원 임업 50인미만
주식회사 거송
(경북본부관내영동선전차선로지
장수목긴급제거공사)

강원 태백시 동점동 204-15번지 1 1 1 100.00 1.55 

강원 임업 50인미만 대화임업벌목(용평면용전리산51)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산 51번지 1 5 1 20.00 1.55 

강원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신원기업(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388 1 8 2 25.00 0.78 

강원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삼양관리㈜
(연곡2단지부영아파트관리사무소)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3길 43 
(연곡면, 부영사랑으로)

1 10 2 20.00 0.78 

강원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우진대리점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571 1 1 1 100.00 0.50 

경기
석탄광업 및

채석업
50인미만 수암광업(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00번지

1 1 1 100.00 46.77 

경기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에스피네이처 양주사업소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348번지

1 3 1 33.33 3.74 

경기
섬유및섬유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정희섬유
경기 포천시 영중면 양문공단로3길 
30 

1 7 2 28.57 0.79 

경기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100~299인 신안포장산업(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 4 
반월공단19B-5L (성곡동)

1 159 4 2.52 1.09 

경기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50인~99인 (주)대화제지 경기 군포시 흥안대로 34 (금정동) 1 84 2 2.38 1.32 

경기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창대우레탄 경기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8 1 4 1 25.00 1.01 

경기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에코창환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동오1길 51-8 1 7 1 14.29 1.01 

경기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동하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산길 69 1 19 1 5.26 1.01 

경기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대안화학(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이일로 
212 대안화학

1 24 1 4.17 1.01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300~499인 ㈜KCC글라스 여주공장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41 1 487 2 0.41 0.20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99인 선일레미콘(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68 
(호계동)

1 84 2 2.3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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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SH콘크리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300-26 (지영동)

1 5 1 20.00 1.17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칠성글라스텍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0번길 20 (상대원동)

1 9 2 22.22 1.17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신성콘크리트공업(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30 
(식사동)

1 45 2 4.44 1.17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다성기업(주)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53 1 11 1 9.09 1.17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유한콘크리트산업(주)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946번길 19 
(사음동)

1 21 1 4.76 1.17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300~499인 능원금속공업(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1리 314-1 1 428 6 1.40 0.7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100~299인 에스렉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산길 142 1 119 1 0.84 0.75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부흥알미늄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206번길 97-60 

3 5 4 80.0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구상압송시스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21-64 1 2 2 100.0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아이에스동서㈜(원청)
주식회사해건(하청)

경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1763번길 12 (주)해건

1 23 3 13.04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보현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학산단길 420 
((주)보현공장)

1 26 3 11.54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코아드
(기원정밀(주)1공장내스피드도어
자동북구형(coad-3) 설치작업)

경기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598-10 기원정밀(주)

1 39 3 7.69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삼일씨엔에스 용인사업소
(舊)대림씨엔에스주식회사(원청)
(주)지성테크(하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553-3

1 49 3 6.12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영동코일센터(주)
경기 시흥시 옥구천서로81번길39 
(정왕동, 시화공단1마 601-1호)

1 14 2 14.29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신갈자동차월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미로 84 B L 
(신갈동)

1 1 1 100.0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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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대한산업
경기 고양시덕양구 내유동   
475-3번지

1 1 1 100.0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태진기계철강
경기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988번길 
35-7 

1 1 1 100.0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차탄현대카독크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160 
(1급현대카독크)

1 2 1 50.0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태성
(3드럼수관식보일러조립공사)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로227번길 
166-32 

1 4 1 25.0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엘에스디이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5-86 1 7 1 14.29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동부자동차공업사 경기 여주군 가남면 경충대로1548 1 8 1 12.5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큐인테크
경기 시흥시 마유로92번길 35 
(정왕동, 3마 212호)

1 8 1 12.5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동광이앤씨
경기 시흥시 금오로309번길 59 
(과림동)

1 10 1 10.00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삼원산업(주)(원청)
(주)신우이엔지(하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4길 
17-20 101호 (신길동)

1 15 1 6.67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성호금속
경기 부천시 오정로96번길 89 
(삼정동)

1 18 1 5.56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애드스테인리스(주) 경기 안성시 공도읍 신두만곡로 16 1 43 1 2.33 1.3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티웨이홀딩스
경기 포천시 해룡로37번길 38 
(설운동)

1 45 1 2.22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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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

제조업

50인~99인 미주정밀(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720-14 

1 76 1 1.32 0.31 

경기 건설업 1,000인이상
중흥토건㈜
(광교C2블럭주상복합시설중흥S
클래스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C2블럭

1 1217 21 1.73 0.20 

경기 건설업 1,000인이상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원청)
주식회사유림테크(하청)
(파주운정A26BL아파트건설공사)

경기 파주시 동패동 1781번지 1 1203 11 0.91 0.20 

경기 건설업 500~999인
(주)대우건설(원청)
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
(시흥대야동주상복합)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4 
(대야동)

2 723 9 1.24 0.31 

경기 건설업 300~499인
파인건설(주)(원청)
주식회사동신시앤시(하청)
(이케아기흥점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41-7번지

1 328 8 2.44 0.39 

경기 건설업 300~499인
롯데건설(주)(원청)
원영건업(주)(하청)
(김포신곡지구공동주택사업(2차))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일대

1 342 3 0.88 0.39 

경기 건설업 100~299인

금광건설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센코어테크(하청)
(김포한강신도시금광테크노밸리
신축공사)

경기 김포시 장기동 2008-1번지 1 123 5 4.07 0.55 

경기 건설업 100~299인
주식회사서울건축피씨엠건설(원청)
현중건설주식회사(하청)
(고양화정동주상복합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48-6 1 131 4 3.05 0.55 

경기 건설업 100~299인

(주)대우건설(원청)
(주)한화건설(원청)
현대로템주식회사(원청)
흥우건설(주)(원청)
두한종합건설(주)(원청)
주식회사한준건설(하청)
(대곡~소사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
사업/3공구)

경기 부천시 오정동 128-1번지 1 170 3 1.76 0.55 

경기 건설업 100~299인

중흥토건(주)(원청)
주식회사무등하우징(하청)
(화성동탄2지구B7블럭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지구 
B7블럭

1 102 2 1.96 0.55 

경기 건설업 100~299인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원청)
주식회사대광(하청)
(E편한세상김포마송M/H건립공사)

경기 김포시 장기동 1888-9번지 1 110 1 0.91 0.55 

경기 건설업 100~299인

(주)태영건설(원청)
봉등전기(주)(하청)
(육군양주파주병영시설민간투자
시설사업(BTL))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산 12-3 1 116 1 0.86 0.55

경기 건설업 100~299인
극동건설㈜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제3공구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16 
(신촌동)

1 131 1 0.76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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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업 100~299인
화동하이테크 주식회사(하청)
(CJ대한통운양지FlagshipCenter자
동화물류기기 구축사업)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89-7

1 180 1 0.56 0.55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주)더미르건설(원청)
개인업자(김영산)(하청)
(다산중원듀플렉스신축공사)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상업 
3-5-1,3-5-2

1 78 5 6.41 0.90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주)대우건설(원청)
케이비아이건설㈜(원청)
두산건설㈜(원청)
지에스건설㈜(원청)
도양기업㈜(하청)
건창산업㈜(하청)
(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4공구))

경기 파주시 월롱면 황소바위길 70 
대우건설 현장사무실

1 97 3 3.09 0.90 

경기 건설업 50인~99인
효정종합건설㈜
(동탄2지구30BL-1LT근린생활시설
및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경기 화성시 경기동로 138 
동탄2택지지구 지원30블럭 1로트

1 50 1 2.00 0.90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일신건영(주)(원청)
지승건설(주)(하청)
(안성아양근생신축공사)

경기 안성시 옥산동 아양 
택지개발지구 1-2-1

1 51 1 1.96 0.90 

경기 건설업 50인~99인

리드건설주식회사
(舊)주식회사정우건설산업(원청)
콘탑건설(주)(하청)
(부천중동오피스텔신축공사중철
근콘크리트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25 1층 
(구갈동, 한성아파트 상가)

1 53 1 1.89 0.90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주)세기위더스
(메자닌신규설치공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6 
물류센터 5층

1 68 1 1.47 0.90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새천년종합건설(주)(원청)
주식회사건웅건업(하청)
(파주금촌주상복합신축사업)

경기 파주시 마무리길 72 (금촌동, 
52-45) 일원 

1 89 1 1.12 0.9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카스.텍
(협신식품계류장내돼지차량저울대
보수공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박달동, (주)협신식품)

3 4 3 75.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레스빠스
(파주몽스패밀리사옥신축공사)

경기 파주시 회동길 455-3 (문발동) 
639-1번지

2 10 5 5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성일기전
(냉동만두및조리냉동전등/전열
보완공사)

경기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65 
오뚜기냉동식품(주)

2 1 2 2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유재종합건설
(舊)주식회사에펠종합건설
(석모리근생음식점신축공사)

경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309-1번지 외 8필지

2 16 2 12.5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최일열)
(최일열택지조성공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99-13번지 
499-1~4,-7~11,-13~15,산72-8

1 1 3 3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대창기업(주)(원청)
(주)신성건설(하청)
(파주시어유지리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581-1번지 일원

1 19 3 15.79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한창종합건설
(서천지구더블스카이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09번지 1 38 3 7.8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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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향동동향동지구D3블럭2-6로트
주택및근생신축공사(이상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6번지 
향동지구 D3블럭 2-6로트

1 3 1 33.33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북일종합건설(주)(원청)
주식회사국원건설(원청)
이에스개발주식회사(하청)
(의정부-소흘도로건설공사)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하송우리

1 12 2 16.67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아리온건설(주)(원청)
석경건설㈜(하청)
(이천시마장지구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경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이천마장택지개발지구 
상5블럭2로트

1 31 2 6.45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경기종합건설㈜
(김량장동근생업무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26,254-130,254-133

1 36 2 5.56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나라중량
(벤딩기4대1차커팅Auto라인)

경기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310-7 (포레시아 장안공장)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남영전설㈜
(장안리1889임시동력공사(30Kw))

경기 화성시 장안면 온수골1길 100-2 
(장안리 1889)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디자인토브
(박군치킨인테리어공사)

경기 김포시 유현로 215 1층 (풍무동, 
오렌지프라자)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명일공업
(오비맥주남양주1공장그늘천막설
치공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361-1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바이오시스템이엔지주식회사(원청)
세진특수중량(하청)
(설비반입작업)

경기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409번길 50 쎌바이오텍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박헌민개인도급공사
(우사지붕개폐레일교체공사)

경기 안성시 삼죽면 계곡길 27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신안정보통신
(용문산(중)송신철탑보강공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용문면 용문산(중)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유이티엔지니어링
(군포환경관리소선택적촉매환원
장치(SCR)촉매제작구매및설치)

경기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산본동)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정상아시바(하청)
(토사반출공사(하패리산98))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산 98번지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지안
(조립식판넬창고신축공사)

경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686-1번지

1 1 1 10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성현종합건설
(매산로2가26-48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6-48 1 2 1 5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갑을
(2018~2019년고양전력지사가공
송전정비협력회사총액공사)

경기 파주시 금촌동 및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일원

1 2 1 5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최준일)
(조봉균외1인(2018-성건-신허-61)
다가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71-10번지

1 2 1 5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원청)
(주)리원승강기(하청)
(이훈희증축,리모델링공사(팽성안
정리112-1,2019-증축신고-43))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64번길 55 

1 2 1 50.00 2.00 



- 17 -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기산건설중기
(주미목장넥산공사)

경기 이천시 호법면 
대덕산로149번길 37 

1 3 1 33.33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하피스(원청)
에스지월드주식회사(하청)
(김포알이알인스트1호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64 1 4 1 25.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유한)동성엔지니어링
((주)프리텍시흥매화센터신축기계
소방공사)

경기 시흥시 도창동 산 
35-6(시흥매화일반 산업단지 
B1블럭)

1 4 1 25.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새빛전력
(지방도360호선(어하터널)터널등
기구정비사업)

경기 포천시 소흘읍 거친봉이길 15-5 
어하터널

1 4 1 25.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대명종합건설
(수원시권선구세류동1090-16외2
필지다세대주택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28번길 
7-19 (세류동)

1 5 1 2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시온건설㈜
(매산로3가127-12,14철거공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7.12,14

1 5 1 2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이레츠종합건설 주식회사(원청)
대주건설 주식회사(하청)
(대장동54-1다세대주택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56-30 
(대장동)

1 5 1 2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아이비종합건설
((주)신성푸드근린시설신축공사)

경기 파주시 송학2길 25-3 (야당동) 1 6 1 16.67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리치건영(원청)
정문이엔씨(주)(하청)
(당목지구3부지근린생활시설신축
공사)

경기 안성시 죽산면 478-13 1 6 1 16.67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현진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연조가설산업(하청)
(유방동303-1공동주택((주)현진
종합건설)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03-1 1 9 1 11.11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건양전기신호
(2018~2019년군포전력지사변전
협력회사총액공사)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외 1 9 1 11.11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강산종합건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신축공사)

경기 하남시 초이동 
하남미사2단계(공업)지원시설 지원 
3블럭 1로트

1 10 1 10.00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석미건설(주)(원청)
유성토목주식회사(하청)
(느락천(소하천)정비사업)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223-8 
일원

1 11 1 9.09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성호종합건설주식회사
(식사동662-7근생증축공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39 
(식사동)

1 12 1 8.33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미주종합건설㈜(원청)
대성플랜트(하청)
(한결유통창고증축공사)

경기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261-2 1 16 1 6.25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여명
(하나원직업체험관건립사업시설
공사(건축))

경기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일반 
520-8외 7필지

1 18 1 5.56 2.00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탑로프공사(하청)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파트내외
벽균열보수및재도장공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26 
(신봉동,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파트)

1 26 1 3.8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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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수영로지콘
(설성면대죽리585-10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주식회사엘포유))

경기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585-10 1 36 1 2.78 2.00 

경기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100~299인 평택국제자동차부두(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1 153 5 3.27 0.89 

경기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50인미만 유진중량

경기 광명시 광복로37번길 14 201호 
(광명동, 금산골든빌)

3 1 3 300.00 0.83 

경기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50인미만 하우젠무빙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133번길 
2 (태평동, 1층, 2층)

1 2 1 50.00 0.83 

경기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이티피코리아-평택

경기 평택시 오성면 오성서로 172 
(오성면)

1 6 1 16.67 0.83 

경기 통신업 50인미만 (주)하이큐넷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140 801호 
KT퇴계원지점(교문동)

1 25 1 4.00 0.84 

경기 농업 50인미만
송화조경
(백사면나무식재작업)

경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474번길 112 

1 3 1 33.33 0.97 

경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한국주택시설관리㈜
(효자촌동아APT관리사무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7 효자촌동아아파트관리소 (서현동)

1 17 2 11.76 0.78 

경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미도아파트1,2동관리소(자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475번길 
14-17 미도APT 2 410 (성사동)

1 1 1 100.00 0.78 

경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영흥산업환경
(성남중1구역주택재개발사업
(2공구)건설폐기물(파쇄)
위탁처리용)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04번길 
31-2 (중앙동2979)

1 2 1 50.00 0.78 

경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아주산업㈜ 수원공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89 
(상하동) 아주산업 수원공장

1 4 1 25.00 0.78 

경기 교육서비스업 50인미만 송탄역자동차운전전문학원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목천로 72-17 (신장동) 1 10 1 10.00 0.30 

경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사랑농원화성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만세길 5 1 1 1 100.00 0.50 

경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삼일합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38 
가동 (성석동)

1 2 1 50.00 0.50 

경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나우세라믹용인사업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136번길 
31 (보라동, 일양식품공업)

1 4 1 25.00 0.50 

경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미래공조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 3 1 9 1 11.11 0.50 

경기
국가및지방
자치단체의

사업
50인미만 탄현중학교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77번지 1 11 1 9.09 1.26 

경기 사업서비스업 100~299인 에이원서비스(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4번길 
22 7층 (안양동)

1 144 1 0.69 0.28 

충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대화개발
(舊)(주)역동개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4-15번지

1 22 1 4.55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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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설성산업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길 103-26 1 9 2 22.22 1.88 

충북
섬유및섬유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 리디아
충북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검승4길 
39 ((주)리디아)

1 19 1 5.26 0.79 

충북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진성레미컨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주덕읍 솔고개로 456 1 11 2 18.18 1.17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진성산업(주)
(舊)우진개발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초금로 757-23 
(금왕읍)

1 2 1 50.00 1.39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엠에스티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94번지 
6호

1 16 1 6.25 1.39 

충북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제일화학공업(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길 65 1 14 1 7.14 1.01 

충북
전기･가스･증기
및수도사업

50인미만
우진에너지이호주식회사 
보은사업장

충북 보은군 장안면 우진플라임로 
100 (장안면)

1 1 1 100.00 0.53 

충북 건설업 300~499인
주식회사 도원이엔씨(원청)
유한회사삼마건설(하청)
(청주구연초제조창도시재생사업)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동)

3 306 7 2.29 0.39

충북 건설업 100~299인

이화공영(주)(원청)
건설철강주식회사(하청)
(WOORIWAKITCHENPROJECT
신축공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8-3번지 
금왕테크노밸리 8-3,4,5 블록

1 160 1 0.63 0.55 

충북 건설업 50인~99인

한신공영(주)(원청)
(주)정인이엔씨(하청)
(충주댐계통공업용수도사업및추
가사업제4공구시설공사)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석인리 
일원

1 65 2 3.08 0.90 

충북 건설업 50인~99인
이문건설주식회사
(증평에듀팜특구관광단지조성
공사(도로포함))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16번지 
일원

1 52 1 1.92 0.90 

충북 건설업 50인~99인
(주)일레븐건설
(일레븐컨트리클럽조성공사)

충북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 
43-1번지일원

1 78 1 1.28 0.90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권순창(금왕읍내곡리102번지외1
필지단독주택신축공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곡리 102번지 
외 1필지

1 1 3 300.00 2.00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박성순)
(***주택신축공사(세교리산9-41))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산 9-41번지

1 1 1 100.00 2.00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주)호길
(디엔씨메탈원반형저수조시설공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692번길 
176-1 (주)디엔씨메탈

1 1 1 100.00 2.00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성풍건설
(금성면포전리물탱크옆소교량및
농로포장공사)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포1길 1 1 1 1 100.00 2.00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대양토건(주)(원청)
(주)효민건설(하청)
((주)리젠산업개발청주공장신축공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69 1 34 1 2.94 2.00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삼표피앤씨주식회사(원청)
선진에코텍주식회사청주지점(하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남이길 316 삼표피앤씨

1 48 1 2.0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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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임업 50인미만 대한임업-봉양읍옥전리산81-1벌목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 
81-1번지

1 4 1 25.00 1.55 

충북 임업 50인미만
청림임업-두학동산55-2 
두학동벌목

충북 제천시 두학동 산 55-2번지 1 4 1 25.00 1.55 

충북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티에스케이워터(원청)
청수기술환경주식회사(원청)
(청원사업소(오창공공폐수처리시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2로 95

1 28 1 3.57 0.78 

충남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강만수산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1022-14 1 2 1 50.00 1.45 

충남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100~299인 주식회사케이디에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110-3 1 166 3 1.81 0.59 

충남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100~299인 풍농비료 장항공장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09 
((주)풍농)

1 151 2 1.32 0.59 

충남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에스아이티-병천공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525 (병천면, (주)에스아이티)

1 6 1 16.67 1.01 

충남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주)동원레미콘세종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세종로256 1 6 2 33.33 1.17 

충남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한텔상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1길 70 
(한국하니소(주))

1 29 1 3.45 1.17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99인
한솔제지㈜ 장항공장(원청)
한솔이엠이(주)(하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49 
(한솔제지(장항공장))

1 60 2 3.33 0.78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남선철강공업주식회사
충남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618 
(당진포리 120-23번지)

1 30 3 10.00 1.39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에이엘베스트
충남 당진시 송악읍 순성로 777-47 
(에이엘베스트)

1 8 2 25.00 1.39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대성정공 충남 아산시 음봉면 관용로 276 1 5 1 20.00 1.39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지명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공단길 
37-14 (주)지명

1 10 1 10.00 1.39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청성하이텍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281 

1 11 1 9.09 1.39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해성기공(주)(원청)
주식회사진주기공(하청)

충남 천안시동남구 동면 화복로521 1 38 1 2.63 1.39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알루코아산FA사업본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152 1 47 1 2.1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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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99인 (주)엔아이스틸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53 
(순성면)

1 60 1 1.67 0.69 

충남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인성리싸이클링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55-5 (음봉면)

1 4 1 25.00 1.10 

충남 건설업 100~299인

중흥건설(주)(원청)
주식회사신진건설산업(하청)
(당진대덕수청지구A-4블럭중흥S
클래스공동주택 신축공사)

충남 당진시 대덕동 1879 1 174 2 1.15 0.55 

충남 건설업 100~299인
(주)현대피에프(원청)
유한회사원진세이프(하청)
(D2PJT_Plant공사)

충남 공주시 공단길 34-12 (검상동) 1 123 1 0.81 0.55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동양건기(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대로 
100 

1 9 4 44.44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대광종합건설㈜(원청)
성종건설㈜(원청)
㈜디에이건설(원청)
생고뱅코리아홀딩스㈜
(舊)한국유리공업㈜(하청)
(가칭 정산기숙형중학교 신축공사)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55-10외 
33필지

1 41 4 9.76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합자회사 흥화종합건설(원청)
천호건설주식회사(하청)
(안서신배수지송수시설공사2단계
(토목, 기계)중토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29번지 1 5 2 40.00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원청)
범영건설(주)(하청)
(성성동674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철근콘크리트공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674번지 1 12 2 16.67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이상순우사개량공사
충남 홍성군 구항면 구항길193번길 
82-104 

1 1 1 100.00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거성철거일괄
(두정동68-13건축물철거)

충남 천안시 서북구 1공단4길 25 
(두정동)

1 1 1 100.00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대신종합건설㈜
(판넬칸막이설치및기계기초공사)

충남 당진시 신평면 하초들길 43 일원 1 1 1 100.00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현대제철주식회사
(원료공장B.C풀리래깅/교체연간
단가)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현대제철당진공장

1 1 1 100.00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디자인테크
(남산리단독주택신축공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412-11번지

1 2 1 50.00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신성개발주식회사
(금강건설식생블럭쌓기및포장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1길 
12-65 지내

1 2 1 50.00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합덕기독교대한감리회임마누엘
교회직영신축공사(합덕읍운산리)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670번지 1 3 1 33.33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대산공영㈜
(백석벽산블루밍1차아파트옥상
방수공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78-12 
(백석동, 백석벽산블루밍1차아파트)

1 3 1 33.33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조영민변근희 
천안시입장면하장리66-1신축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시장1길 11 

1 6 1 16.67 2.00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신일건설산업㈜
(상월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확충
사업)

충남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49 
일원

1 7 1 14.2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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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서오종합건설(주)(원청)
대동건설(하청)
(엔브이시스수신공장신축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200-29

1 11 1 9.09 2.00 

충남 임업 50인미만
임산임업
(입목벌채인지면풍전리산7-11)

충남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산 
7-11번지

1 4 1 25.00 1.55 

충남
기타의

각종사업
100~299인

신안산업개발(주)(원청)
수성철강,환경(하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208-0 (성거읍)

1 122 2 1.64 0.41

경북
섬유및섬유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쏠텍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관로 337-85 1 2 1 50.00 0.79 

경북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정민상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칠곡대로 88 1 9 1 11.11 1.88 

경북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새빗켐(원청)
켐텍스(하청)

경북 김천시 공단1길 11-54 (대광동) 1 3 1 33.33 1.01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99인 (주)동양이앤씨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130번길 177 BL 
((주)동양E&C)

1 57 1 1.75 0.7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삼표피앤씨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코리아로지텍(하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83 (삼표이엔씨 포항공장)

1 1 2 200.00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지엔비모터스주식회사
경북 영천시 영천아이시로 109 
(본촌동)

1 9 2 22.22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신일철강
경북 경주시 공단로69번길 50 
(황성동)

1 11 2 18.18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현대서비스가산종합정비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276 1 15 2 13.33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남경이앤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259 1 2 1 50.00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용성
경북 포항시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418번길9 (1층)

1 6 1 16.67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스틸드림 경북 영천시 한방로 222 (작산동) 1 9 1 11.11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원청)
동원기업(하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130번길 21 

1 11 1 9.0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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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동해소재주식회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04-4 1 13 1 7.69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대진테크㈜
경북 경주시 외동읍 영지로 280-37 
(대진테크㈜)

1 20 1 5.00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쌍마산업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로 245 
(하양읍)

1 22 1 4.55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스엠씨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39 

1 31 1 3.23 1.3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베스트엔지니어링
경북 김천시 어모면(어모면) 구례리 
81번지

1 32 1 3.13 1.39 

경북 건설업 50인~99인

세환건설(주)(원청)
(주)태영설비(하청)
(경북도청이전신도시복합시설
신축공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30,1431번지

1 61 2 3.28 0.9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울타리종합건설주식회사
(산합리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안동도시개발공사 도청이전신도시 
특상3-2번지

1 11 2 18.18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효성티엔씨(주)(원청)
(주)대진플랜트(하청)
(중합FilterCleaning작업)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108 (시미동) 1 1 1 100.00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원재건설
(공장철거공사)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로 12 (오태동) 1 1 1 100.00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오남건설(원청)
㈜우진플랜트(하청)
(주식회사가을애공장신축공사)

경북 칠곡군 왜관읍 516-10 1 1 1 100.00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해성유료직업소개소
(경도메탈(주)성주지점지붕보수공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215-28 
(태웅상사(주))

1 1 1 100.00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용건축
(대욱홀딩스지붕공사)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 62-1 1 1 1 100.00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이석영비닐하우스공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714번지

1 1 1 100.00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일광건설
(대망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경북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일원 1 2 1 50.00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대건
(영양상청지구위험도로사면정비
공사)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로 1626 () 1 2 1 50.00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진화건설(하청)
(2018~2019년군위지사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291 
한국도로공사군위지사

1 3 1 33.3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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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율광건설주식회사(원청)
(주)태평양기술산업(하청)
(형산강강동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호명리 
일원

1 11 1 9.09 2.00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유창산업㈜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상수관로이설공사(충효배)

경북 경주시 알마을길 22-101 
(충효동)

1 12 1 8.33 2.00 

경북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50인미만 세아자원

경북 경주시 유림로33번길 33 
(황성동)

1 1 1 100.00 0.83 

경북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50인미만 금강물류(주)남구미

경북 구미시 오태길 230 (오태동) 
금강물류(주)

1 5 1 20.00 0.83 

경북 임업 50인미만
국유림제3영림단
(2019년숲가꾸기사업(기번25))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10번길 19 
(가든) 다동105호

1 1 1 100.00 1.55 

경북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현대종합특수강(원청)
새아름환경(하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51 
(괴동동)

1 4 1 25.00 0.78 

경북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세영
경북 경주시 강동면 새마을로 929 
(강동면)

1 12 1 8.33 0.78 

경북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부강철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395 
(외동읍)

1 3 2 66.67 0.50 

경북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신화무역
경북 경산시 남천면 모골길 76-5 
(남천면)

1 2 1 50.00 0.50 

경북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가은유통
경북 문경시 점촌동 (점촌동) 
198-2번지

1 6 1 16.67 0.50 

경남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동천수가야산샘물 
가야산공장 

경남 합천군 묘산면 영서로 1724-12 1 18 2 11.11 1.45 

경남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농업회사법인호신농산(주)
경남 창녕군 계성면 새못길 12 
(계성면)

1 4 1 25.00 1.45 

경남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한성산업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685번길 
177 

1 10 1 10.00 1.01 

경남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99인 하이트진로산업(주)진주공장 경남 진주시 도동로 58 (상평동) 1 82 2 2.44 1.03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100~299인 대익이엔지(주)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242 
(의령읍)

1 113 2 1.77 0.75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99인 주식회사신풍산기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 304 1 60 3 5.00 0.7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99인
(주)젬텍(원청)
동진테크(하청)

경남 함안군 칠서면(칠서면) 대치리 
283-7번지

1 53 1 1.89 0.7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정우산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82 (정우산업)

1 13 5 38.4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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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영해엔지니어링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515번길 
203-63 (영해엔지니어링)

1 22 2 9.09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대야엠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14번지 BL

1 12 2 16.67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하나이엔지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679 1 15 1 6.67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화성금속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43번길 13 
(남양동)

1 39 2 5.13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남성산업개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14 
(내서읍,동신아파트)102동902호

1 1 1 100.00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아이렉스함안공장지점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길77-2 1 5 1 20.00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보성산업
경남 양산시 강서동 (유산동) 394번지 
24호

1 6 1 16.67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거창종합정비
경남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268 
외2필지 (거창대광)

1 6 1 16.67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대원기계공업(원청)
유연엔지니어링(하청)

경남 함안군 칠원읍 갈티길 60 
(대원기계공업(주))

1 6 1 16.67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고려제강주식회사유산공장(원청)
희성실업(하청)

경남 양산시 어실로 1 (유산동) 1 7 1 14.29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창원테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6길 50 ((주)세계산업)

1 11 1 9.09 1.39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에이엔티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25 (진례면)

1 28 1 3.5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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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계량
기･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

제조업

50인미만 (주)현대정밀 경남 김해시 장유로 33-46 (부곡동) 2 42 2 4.76 0.41 

경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100~299인

주식회사오리엔탈마린텍(원청)
㈜지원(하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164 
(명동)

6 178 17 9.55 1.81 

경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광신기계산업주식회사(원청)
상원기업(하청)

경남 거제시 하청면 천마산길 55 
(광신기계공장)

1 32 1 3.13 2.19 

경남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미만 광운상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로 50-1 (광운상사)

1 18 2 11.11 1.10 

경남 건설업 100~299인
중흥토건㈜
(진주혁신도시C-4블럭주상복합
신축공사)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295번지 1 198 4 2.02 0.55 

경남 건설업 100~299인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원청)
(주)두경산업개발(하청)
(창원1공장선진화PJT의통합생산
동건설사전준비공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70 
(가음정동)

1 236 2 0.85 0.55 

경남 건설업 100~299인

두산중공업(주)(원청)
삼호개발㈜(하청)
(고속국도제14호선창녕~밀양간
건설공사(제1공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장마로 701 1 173 1 0.58 0.55 

경남 건설업 50인~99인
성도종합건설㈜
(율하2택지2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경남 김해시 장유동 871번지 3 79 6 7.59 0.9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청명종합건설주식회사
(교산리근린생활시설및오피스텔
신축공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74 
교산리184-1

2 32 2 6.25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MH종합건설㈜
(용남중샌드위치판넬제거및기타
실증축공사)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4 
용남중학교

1 3 1 33.33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금신개발㈜(하청)
(남포항건설공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1번지 
남포항 일원

1 34 2 5.88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한국경량공사
(신광화학공업(주)킬른동판넬교체
공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신곡2길 31 
신광화학공업(주)

1 1 1 100.00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지담건설
(진영좌곤리368-4번지일원하수관
로정비공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368-4 1 1 1 100.00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모든건축설비
(성화산업(주)1공장용접반환기팬
교체작업외1건)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602번길 
28 

1 1 1 100.00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자굴산조경㈜
(생활주변위험수목제거사업
(유학사등))

경남 의령군 부림면 지내 1 1 1 100.00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양화건설
(대항1리배수로정비공사(재배정))

경남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일원 1 2 1 50.00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태극기초건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석3길 6 1 2 1 50.00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삼영토건㈜
(만날재공영주차장조성공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7-1번지

1 2 1 5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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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정현건설
(옥상방수(아스팔트싱글)공사)

경남 김해시 가락로294번길 17-1 
(구산동, 김해구산5주공아파트)

1 3 1 33.33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태영개발공사
(효성의집노유자시설신축공사)

경남 양산시 덕계동 , 1195-1번지 1 6 1 16.67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김정수(삼문동497-9번지외1필지)
다가구주택신축공사
(김정수신축공사)

경남 밀양시 삼문3길 13-2 (삼문동, 
외 1필지)

1 9 1 11.11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부광종합건설(원청)
(주)시티건설(원청)
(주)서일건설(하청)
(대동안막3구마을도시침수예방사업)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13-4 일원

1 20 1 5.00 2.00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동일씨엔에스
(2018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동진
축산개축공사)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4번길 
42-18 동진축산

1 24 1 4.17 2.00 

경남 임업 50인미만
대원목재
(노형숙시행(정남석산림경영계획)
-지곡면남효리산29)

경남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 산 29번지 1 4 1 25.00 1.55 

경남 임업 50인미만 (주)거제산림
경남 거제시 옥포로 250 비-17호 
(옥포동, 옥현상가)

1 15 1 6.67 1.55 

경남 농업 50인미만 영농조합법인황금농원 경남 창녕군 이방면 석리 146-2번지 1 16 1 6.25 0.97 

경남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동남환경
경남 양산시 양주3길 7-12 (중부동) 
1층

1 11 1 9.09 0.78 

경남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성빈스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50번길6-12 (팔용동)

1 1 2 200.00 0.50 

전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유한회사다율산업 전북 정읍시 옹동면 상산로 512 1 10 1 10.00 3.74 

전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혁신개발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내척길 
428-108 -

1 24 1 4.17 3.74 

전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유)동광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284 
(동광산업)

1 25 1 4.00 3.74 

전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송광산업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81-164 1 25 1 4.00 3.74 

전북 식료품제조업 300~499인 (주)하림 정읍공장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2길 95 1 390 9 2.31 0.74 

전북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한미오앤에프(주)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농단길 
32-17 고부농공단지 8블럭

1 5 1 20.00 1.45 

전북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남부안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읍) 모산리 
872

1 5 1 20.00 1.01 

전북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현대씨엠
전북 익산시 왕궁면 평장길 32 B 
(현대세라믹)

1 33 1 3.03 1.17 

전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100~299인 (주)에이에스에이전주공장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45 1 220 12 5.4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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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100~299인 (주)KHE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3길 19 
(오식도동)

1 168 2 1.19 0.75 

전북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유)삼오가설
전북 김제시 용지면 황토로 221, 
사무소

1 6 1 16.67 1.1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대신종합건설(주)(원청)
(주)에스원산업개발(하청)
(대신파크주상복합상가신축공사)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24(오식도동 1020)

1 26 2 7.69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서울전기
(ASS교체공사)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신기길 6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

1 1 1 100.00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금풍건설
(순정축협생축장지붕교체)

전북 순창군 인계면 세심로 265-66 1 1 1 100.00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알루인테크(원청)
주식회사하이베라(하청)
(소둔로보완공사)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5길 99 1 1 1 100.00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황정열축사지붕보수공사 전북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284-22 1 2 1 50.00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유한)일신건설
(신태인초담장설치및기타공사)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1길 
54-3 

1 4 1 25.00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화성이엔씨
(舊)㈜유엔아이
(19-공-노후 안테나철탑 
교체공사(4028)_군산)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78-3 1 5 1 20.00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태양에너지주식회사(원청)
대영산업(하청)
(금싸락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전북 김제시 죽산면 복죽로 41-16 
종신리 660-1

1 9 1 11.11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우성바이오플랜트
(첨단유리온실신축공사(이음))

전북 정읍시 북면 화해리 557-3,4,5 1 31 1 3.23 2.00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대원종합건설주식회사(원청)
(주)더에치건설(하청)
(전북전주시완산구효천지구B3블럭
3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효천지구 B3블럭 3로트 (삼천동2가)

1 39 1 2.56 2.00 

전북 임업 50인미만 완주군동상면수만리 81,82벌목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 
81번지 ,82번지

1 3 1 33.33 1.55 

전북 농업 50인미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두지팜
(두지팜(비육장)-남원인월)

전북 남원시 인월면 지산길 105 1 2 1 50.00 0.97 

전북
기타의

각종사업
300~499인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1 336 5 1.49 0.33 

전북
기타의

각종사업
50인미만 (재)전주공원묘원

전북 진안군 부귀면 모래재로 571  
(모래공원)

1 3 1 33.33 1.36 

전북
전문기술
서비스업

50인미만
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주효자시니어클럽-진안신송
지구시굴조사)

전북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산 
12-1번지

1 4 2 50.00 0.14 

전남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유한회사엘림

전남 진도군 군내면 서부해안로 
2109-38 

1 3 1 33.33 3.74 

전남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이레콘텍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로 149-11 1 8 1 12.5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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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대양철강(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348 1 4 3 75.00 1.39 

전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삼호콘크리트(주)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63 1 26 2 7.69 1.39 

전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덕산석재(유)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33-20 
농공단지４지구 (창고)

1 1 1 100.00 1.39 

전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포스코(원청)
(주)태영이엔지(하청)

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529 
105-2

1 21 1 4.76 1.39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주)유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22 
(삼호읍, 유일)

1 10 6 60.00 2.19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삼우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진명산업(하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11 
204호

1 25 3 12.00 2.19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비에스디(유한)(원청)
유한회사중흥(하청)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읍) 나불리 
339-13

1 7 1 14.29 2.19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여수해양(원청)
대인훼리주식회사(원청)
Ts산업(하청)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추길 64 1 14 1 7.14 2.19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주)디에이취엠씨영암지점(원청)
(유)우진산업(하청)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190 1 27 1 3.70 2.19 

전남 건설업 100~299인
(주)포스코건설(원청)
금농토건주식회사(원청)
(광양5코크스구조물안정화3차공사)

전남 광양시 제철로 2148-97 (금호동) 1 247 2 0.81 0.55 

전남 건설업 100~299인

유에스아이건설(주)(원청)
성광제경&스카이(하청)
(여수안심산유원지루지테마파크
조성사업중신축및리모델)

전남 여수시 소라면 안심산길 155 
안심산 유원지

1 101 1 0.99 0.55 

전남 건설업 50인~99인
신화종합건설(주)(원청)
주식회사한림기초건설(하청)
(무안읍신화휴리브아파트신축공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1027-14 번지 
일원

1 59 2 3.39 0.90 

전남 건설업 50인~99인
태안건설주식회사
(애니팜영농조합법인돈사건축공사)

전남 영광군 불갑면 안맹리 
산53번지외 1필지

1 74 2 2.70 0.90 

전남 건설업 50인~99인
열린공간주식회사(원청)
태봉건업(하청)
(순천견본주택신축공사)

전남 순천시 조례동 986-1번지 외 
4필지

1 54 1 1.85 0.90 

전남 건설업 50인~99인
(주)토담건설(원청)
주식회사리도건설(하청)
(휴로스센트럴신축공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04-1 1 78 1 1.28 0.90 

전남 건설업 50인~99인

(주)한양(원청)
원실업(하청)
(광양항묘도준설토매립장항만재
개발사업)

전남 여수시 묘도9길 128-42 (묘도동) 1 82 1 1.22 0.9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에스제이씨주식회사
(도원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95 외 
70필지 일원

1 10 3 3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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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농협네트웍스(원청)
(주)씨에스글로벌(하청)
(고흥축산농협하나로마트및복합
시설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04 . 1 9 2 22.22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해피건축건설
(영광군급식센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180-9 1 1 1 100.0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현아건설
(최동열단독주택신축공사)

전남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410-9번지

1 1 1 100.0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금안건설㈜
(안석심신축공사)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일반대지 
0124-0008

1 1 1 100.0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축산업), 유인오
(축사철거공사(현산면조산리87번지))

전남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87번지 1 1 1 100.0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서성건설
(전남여수시선원동풋갈경기장판넬/
창호공사(실내풋살장))

전남 여수시 선원동 383번지 1 1 1 100.0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강남축산천막
(태양농장축사철거)

전남 순천시 황전면 죽청리 
314-4번지 태양농장

1 1 1 100.0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동광토건
(강산지구강산제이설도로포장사업)

전남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일원 1 2 1 50.0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새하늘종합건설(주)(원청)
유한회사선광기초건설(하청)
(광양베니스호텔신축공사중토목
공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1길 128 1 5 1 20.0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이원스페이스(원청)
(주)에이맥스(하청)
(우슬체육공원개보수(테니스장)막
구조물구매설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우슬경기장

1 8 1 12.5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봄건설
(대월ENG구조물설치공사)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 69 (대양동) 1 8 1 12.50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이일산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보완공사)

전남 장흥군 장동면 흥성로 1720 
(배산리 344-1번지 외 1필지)

1 18 1 5.56 2.00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그린이엔씨(원청)
두루산업(하청)
(효성전기태양광발전소건립공사 
800kw급)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삼동로 415 
효성전기

1 37 1 2.70 2.00 

전남
창고및운수

관련서비스업
50인~99인

에스엠상선광양터미널 
주식회사(원청)
광양컨부두공용관리(주)(하청)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240 (황길동) 1 88 2 2.27 0.74 

전남 어업 50인미만 개인건설업자 김혁 전남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266-143 1 4 1 25.00 1.27 

전남 농업  50인미만 김인호(개인과수원) 전남 순천시 병운길 15 1 1 1 100.00 0.97 

전남
기타의

각종사업
50인미만 (유한)청호엘리베이터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273번길 11-1 
(상동)

1 9 1 11.11 1.36 

전남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진 전남 여수시 대교로 2-1 (봉산동) 1 2 1 50.00 0.50 

제주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주)화송산업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55-13 

1 13 1 7.6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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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업장 순서 : ①광역자지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중대재해자수 많은 순, ⑤재해자수 많은 순, ⑥재해율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임

 ○ '18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140개소)

 ('19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제주 건설업 50인미만
케이피에스㈜
(제주파력시험장해저케이블공사)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27 1 28 1 3.57 2.00 

제주
기타의

각종사업
50인미만 한샘워터피아 제주 제주시 과원북4길 15 (노형동) 1 4 1 25.00 1.36 

제주 교육서비스업 50인미만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제주청소년수련원)

1 6 1 16.67 0.30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서울 건설업 300~499인
우성건영㈜(원청)
연승이엔씨㈜(하청)
(서울마곡지구센테니아빌딩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C6블럭3로트

1 359 4 1.11 0.32

서울 건설업 100~299인
백상건설주식회사(원청)
(주)이파스(하청)
(FITI시험연구원마곡신사옥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4 (마곡동) 
727-56일대

1 126 7 5.56 0.47

서울 건설업 100~299인
(주)대명21(원청)
명성중기(하청)
(선유도투웨니퍼스트밸리신축공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43번지 일원 1 118 1 0.85 0.47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쥐진흥이엔지(하청)
(강서등촌동영화관복합상업시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5길 61 (등촌동) 1 79 3 3.80 0.72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쌍용건설㈜(원청)
(주)퍼스트초이스(하청)
(차병원의료관광호텔신축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5번지외 2필지 1 80 1 1.25 0.72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성진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중앙전기건설(하청)
(장안동364-7공동주택신축공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6가길 92 
(장안동)

2 15 2 13.33 1.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위험물종합기술공사위앤아이(원청)
성심에프알피산업(하청)
(SK청명주유소탱크코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로 205 (역삼동, 
강남제일주유소)

1 1 2 200.00 1.8



- 32 -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주 신호현
(화곡동353-43뷰티쉐르빌하자보수공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다길 16-6 
(화곡동,뷰티쉐르빌353)

1 1 1 100.00 1.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민산건설중기
(묵동248-38외1필지철거공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50길 6 (묵동) 1 1 1 100.00 1.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로뎀산업개발(원청)
주식회사신우유비코스(하청)
도덕기공(하청)
(심곡동158-3신축공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301호 
(문래동6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2)

1 7 1 14.29 1.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해마루21건설
(장위동238-37외5필지다세대주택신축
공사)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37 1 18 1 5.56 1.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경복종합건설
(중곡동341-3근생,오피스텔및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1-3번지 1 21 1 4.76 1.8

서울
건물등의종
합관리사업

50인미만
아이비산업개발㈜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2길 15 
(가산동,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1 11 1 9.09 0.74

서울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일신미광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2나길 58 301호 
(북가좌동)

1 1 1 100.00 1.39

서울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주)아이샤통상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01길 74 (성내동, 
훼미리빌라) 101호

1 4 1 25.00 0.46

부산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선보유니텍㈜(원청)
(주)호연이엔지(하청)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61 
(구평동)

1 4 4
100.0

0 
1.47

부산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
･자동차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50인미만 (주)대성티엠씨
부산 강서구 호계로103번길 35-1 
(죽동동)

1 19 2 10.53 0.9

부산 건설업 500~999인
(주)포스코건설(원청)
(주)두인에스앤디(하청)
(부산명지지구복합2블럭개발사업신축)

부산 강서구 명지동 2159번지(3BL) 1 673 2 0.30 0.23

부산 건설업 300~499인

SK건설㈜(원청)
삼지건설㈜(하청)
(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2공구)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148-8 1 399 2 0.50 0.32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아이앤케이신항만㈜
(부산신항BNCT73Kg크레인레일전체
보수공사)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586 (성북동) 1 15 2 13.33 1.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경진이앤지
(우영수산(주)소방시설보수공사)

부산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 45 
(장림동)

1 1 1 100.00 1.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르노삼성자동차㈜(원청)
영엔지니어링(하청)
(스탬핑공장#23200톤프레스cd-link
교환작업)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신호동) 1 1 1 100.00 1.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원청)
비엘티중앙엘리베이터주식회사(하청)
(장백장미타워아파트승강기교체공사)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대연동, 장백장미타워)

1 4 1 25.0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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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광덕종합건설㈜(원청)
(주)국정토건(하청)
(괘법동업무시설(오피스텔(주거형))신
축공사)

부산 사상구 사상로224번길 1-12 
(괘법동)

1 10 1 10.00 1.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지원건설주식회사(원청)
더산건설(합)(하청)
(대흥지구배수개선사업토목공사)

부산 강서구 죽동동 죽동동 일원 1 12 1 8.33 1.8

부산
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주)미진해운 부산 영도구 대평남로 39-1 (대평동2가) 1 1 1 100.00 0.35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동아정밀산업(원청)
주식회사한텍(원청)
((주)키토랑랜드링지붕보강공사외)

대구 서구 와룡로73길 50 (중리동) 1 1 1 100.00 1.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형우자원
(구.성우섬유공장철거공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4길 38 
(외1필지(본리리103-16)

1 2 1 50.00 1.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개인공사(송인철)
(사복동다가구주택및근린시설신축공사)

대구 동구 사복동 844-4번지 1 4 1 25.00 1.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국제지오컨설팅(원청)
청호(하청)
(00지역통신소심정설치공사)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원 1 4 1 25.00 1.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홍성건설(원청)
(주)우득산업개발(하청)
(율곡스퀘어탕정신축공사중데크플레
이트공사)

대구 달서구 성서로 229 311호 (갈산동, 
성서지식산업센터)

1 5 1 20.00 1.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성우아이디건설(원청) 
주식회사한길건설산업(하청)
((주)이신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대구 수성구 천을로 39-5 
(시지동,수성의료지구H3-2-0)

1 10 1 10.00 1.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원중공업(하청)
(남구대명동1648-3외1필지근린생활
시설신축공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69-1 (대명동) 1 11 1 9.09 1.8

인천 도금업 50인미만 태경전자
인천 서구 가정로47번길 4 C동 101호 
201호 301호 (가좌동)

1 6 1 16.67 0.99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
(구)어반종합건설
(인천시부평구부평동494-5번지주상복
합신축공사)

인천 부평구 부일로19번길 7 (부평동) 3 13 4 30.77 1.8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영광종합건설㈜(원청)
㈜도형(하청)
(옥련중다목적강당및급식소증축공사)

인천 연수구 청량로 222 
(옥련동)옥련중학교

1 17 2 11.76 1.8

광주 건설업 300~499인
현대엔지니어링㈜(원청)
(주)대전항타(하청)
(광주연제동공동주택신축공사)

광주 북구 연제외촌길 118 (연제동) 1 493 4 0.81 0.32

광주 건설업 100~299인
동아건설산업㈜(원청)
에스엠건설㈜(하청)
(도산2차우방아이유쉘아파트신축공사)

광주 광산구 평동로1098번길 83-11 
(도산동)

1 271 3 1.11 0.47

광주
기타의 

각종사업 
50인~99인

(주)기현테크(원청)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원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창업보육동 
F107(대촌동)

1 88 1 1.14 0.53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진명산업
(대전시동구원동62-4번지철거공사)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28 (원동) 1 10 1 10.0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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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설업 50인미만
(합)건우전력
(2017년대전충남지역본부직할고압
C공사)

대전 대덕구 비래골길 47-13 (송촌동) 1 11 1 9.09 1.8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삼정건설㈜
(2018년대전충남본부관내구조물성능
향상공사)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55 관내 1 43 1 2.33 1.8

울산 금속제련업 50인미만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원청)
동해산업(하청)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1 18 5 27.78 1.4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정윤영)
(린노알미늄식당공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로 201 1 2 1 50.00 1.8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중앙기획
(알레르망울산중구점인테리어공사)

울산 중구 번영로 504 (반구동) 1층 
알레르망

1 3 1 33.33 1.8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대협종합건설㈜
(울산시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공동
주택신축공사도시)

울산 북구 신천동 88번지 1 19 1 5.26 1.8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홍해기술㈜(원청)
주식회사대산이엔지산업건설(하청)
(PTAPlant철거공사)

울산 남구 처용로 718 (황성동) 1 27 1 3.70 1.8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에쓰－오일(S－OIL)㈜(원청)
(주)대신기공(하청)
(에쓰-오일(주)울산공장
2018년9월T&I장치정비PKG-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울산울주군온산읍강양1길10에스오일

1 37 1 2.70 1.8

울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토성자원 울산 북구 고헌로  177 1 2 1 50.00 0.46

강원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신동기계산업㈜ 강원 동해시 공단7로 91 (구호동) 1 12 1 8.33 1.43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태우조경
(한전배전선로지장가로수수형조절사
업(4구역))

강원 춘천시 서면 춘천시 일원 1 5 1 20.00 1.8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고려종합건설㈜(원청)
㈜삼왕이앤씨(하청)
(소양강신북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강원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천전리, 
동면지내리일원

1 21 1 4.76 1.8

강원 임업 50인미만 FCS 국유임산물 주벌(덕거) 강원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1 10 1 10.00 1.55

강원
국가및지방
자치단체의

사업
50인미만

양양군청
(2018공공산림가꾸기사업)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읍,양양군청안전행정과)

1 1 1 100.00 1.02

경기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서영산업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86번길 
42 (곤지암읍)

2 7 2 28.57 0.99

경기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농업법인주식회사꿈에그린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667번길242-10 

1 5 2 40.00 0.99

경기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늘봄자원
경기 시흥시 수인로3106번길 275 
(과림동)

1 1 1 100.00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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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승진화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52 1 3 1 33.33 0.99

경기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대성케미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169번길 140 

1 14 1 7.14 0.9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대우공업㈜포승공장(원청)
대성(하청)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137 
(대우공업주식회사포승공장)

1 2 1 50.00 1.43

경기

전기기계
기구･전자
제품･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

기구제조업

50인미만
(주)일월(원청)
(주)일월아이엔티(하청)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235
충북음성군대소면대금로48 

1 25 1 4.00 0.37

경기 기타제조업 50인미만 (주)소명금속 경기 화성시 정남면 덕절창말길 17 1 5 1 20.00 1.28

경기 기타제조업 50인미만 인선모터스주식회사(이천지점)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300번길 
29-14 

1 39 1 2.56 1.28

경기 건설업 300~499인
주식회사 정한조경(하청)
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청)
(화성반월동APT)

경기 화성시 반월동 111-4번지 
외113필지 일원

2 449 5 1.11 0.32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주)힘찬건설(원청)
삼중테크㈜(하청)
(위례헤리움복합건물신축공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위례택지개발지구 
일상4블럭1-1로트

2 72 6 8.33 0.72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일오건설㈜
(가평군설악면사룡리2HTOWN신축공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용문천길 295 일원 3 22 5 22.73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GS건설㈜(원청)
상보건설㈜(하청)
(P8건설공사-P7P-Gas정제기설치대응
건설공사)

경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P8 
현장사무실

2 2 2 100.00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한림건설㈜(원청)
두평건설㈜(하청)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1 47 3 6.38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혜림산업
(지방도313호선확장및남양IC개량공사
통신선로이설(추가))

경기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02번지 
일원

1 1 2 200.00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대길토건㈜
(진위배수지송수관로정비공사)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일원 1 4 2 50.00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박광규)(하청)
(법무부형사사법시스템사무실신설공사
(냉난방기, 소방설비))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1동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법무부))

1 1 1 100.00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보경실업
(판넬및철구조물철거및재시송)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559-116 1 1 1 100.00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경진건설기계
(유사리산지훼손복구공사?G우수측구
공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산 86번지 1 2 1 50.00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한백산업(하청)
(미라스아트제조동리모델링공사)

경기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1063번길 
30-7 

1 3 1 33.3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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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성민씨앤씨㈜
(하남시감일동348-1근생이축공사(이정희))

경기 하남시 동남로 390 (감일동) 1 6 1 16.67 1.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현해건설㈜(원청)
우경건설㈜
(舊)화산건설(주)(원청)
수주건설㈜(하청)
(오산청호 행복주택 건설공사 3공구)

경기 오산시 남부대로 464-17 (청호동) 1 32 1 3.13 1.8

경기
자동차운수업
및택배업･
퀵서비스업

50인~99인 (주)한일운수 경기 파주시 장터고개길 10 (맥금동) 1 68 4 5.88 0.73

경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
화물취급

사업

50인미만 (주)단군기획(원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152번길 
20-4 (화전동) 1층

1 13 3 23.08 1.76

경기 임업 50인미만
(주)숲사랑
(2018년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사업
(초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5임 외 1 4 2 50.00 1.55

경기 임업 50인미만

기은옥벌목_설악면엄소리산24
개인사업주(김남증,안호근)(원청)
개인사업주(김헌주)(하청)
(벌목_설악면엄소리산24)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산 24번지 1 3 1 33.33 1.55

경기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50인미만

세화종합관리(주)중동금호한양한신
아파트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1179 
미리내마을

1 8 2 25.00 0.74

경기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50인미만 효진빌딩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대산로19 
(정발산동)

1 1 1 100.00 0.74

경기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50인미만

국제경보산업(주)/당동주공3단지아파
트관리소

경기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1 (당동) 1 7 1 14.29 0.74

경기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100~299인 주식회사한강이앰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103-16 1 109 11 10.09 0.81

경기
전문기술
서비스업

50인미만

심병택(2018-건축과-신축허가-49)
단독(원청)
개인사업자(유태인)(하청)
(심병택(2018-건축과-신축허가-49)단독)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0 
(창곡동) 904호

2 9 2 22.22 0.12

충북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해솔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길143번길 
49-28 

1 4 3 75.00 0.99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애드스틸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2길164 
(애드스틸(주))

1 20 2 10.00 1.43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우미건설 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우미토건(원청)
명인엔지니어링주식회사(하청)
(청주동남지구B-7BL공동주택신축공사)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87번길 97 
(덕산면)

1 12 1 8.3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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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한국강재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151 1 27 1 3.70 1.43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운호건설㈜
(광진정밀진천공장지붕판덧씌우기및
환기구교체공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1055 
광진정밀

1 1 1 100.00 1.8

충남
식료품
제조업

50인~99인 (주)동원에프앤비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320 1 77 1 1.30 0.91

충남
식료품
제조업

50인미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삼 
(구)우주영농조합법인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89 1 3 1 33.33 1.37

충남
화학제품
제조업

50인~99인 주식회사신호인더스트리예당지점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5길 35 
(고덕면)

1 84 2 2.38 0.55

충남 금속제련업
1,000인
이상

현대제철주식회사당진공장(원청)
보보강업(하청)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1 6371 84 1.32 0.43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99인 (주)알테크노메탈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304 ((주)알테크노메탈)

1 76 8 10.53 0.82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신일이엔씨아산지점(하청)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정샘로 66 
(영인면)

1 33 5 15.15 1.43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성진기계
(한성피씨건설(주)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정샘로 66 1 1 1 100.00 1.43

충남 건설업 100~299인

주식회사 시티건설(원청)
주식회사시티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성한피엔씨(하청)
(천안불당지구업무1블럭시티프라디움
리더스신축공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3(아산배방지구 업무1BL

1 193 2 1.04 0.47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형제페인트
(한일정밀2공장내부도장(페인트)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5로 
39 

1 1 3 300.00 1.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두성토건 주식회사(원청)
동신이앤씨주식회사(하청)
(모트렉스(주)천안공장증축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4로 62-7 
모트렉스(주)천안공장

1 37 3 8.11 1.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신우천막공사(하청)
(아산신동양사무용가구천막설치공사)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23-38 1 1 1 100.00 1.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지구파워맨택
((주)자원슈레더기계해체공사)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65 1 2 1 50.00 1.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대련건설산업
(금산읍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중토공사)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 7 1 14.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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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대운아이앤디
(유창종축사신축공사)

충남 보령시 천북면 도덕재길 78-19 1 7 1 14.29 1.8

경북
펄프･지류
제조업

50인미만 유신포장공업㈜ 경북 영천시 본촌공단1길 22 (본촌동) 1 24 1 4.17 1.38

경북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부림인슈보드 주식회사
경북 경산시 압량면 연무길 53 
(부림인슈보드주)

1 24 1 4.17 0.99

경북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모다스 경북 성주군 용암면 사곡공단2길 40 1 0 1
      
  - 

0.99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제철세라믹(원청)
성덕엔지니어링(하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418번길 66-22 

4 26 5 19.23 1.43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제품･금속
제품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성호금속(원청)
주식회사혁신테크(하청)

경북 영천시 언하공단2길 25 (신기동) 1 7 1 14.29 1.43

경북 금속제련업 50인미만 세명산업(하청)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16 1 42 4 9.52 1.4

경북 건설업 100~299인

한신공영㈜(원청)
석진건설주식회사(원청)
유한회사명산건설(원청)
코암시앤시개발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대홍에이스건업(하청)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제12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제1차))

경북 영천시 화산면 화룡동 일원 1 113 1 0.88 0.47

경북 건설업 50인~99인
신영이엔씨㈜(원청)
유한회사에스엠건설(하청)
(경주사이로제작공장토목및건축공사)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강동일반산업단지 11-1,12블럭

1 87 2 2.30 0.72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대림종합개발㈜
(천군동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경북 경주시 천군동 일원 1 24 3 12.50 1.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일신종합건설(주(원청)
창진건업주식회사(하청)
(왜관읍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333-2번지 1 8 1 12.5 1.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민창(원청)
주식회사TCC한진(하청)
(동력2MIXSTATION행LDG배관경년교체)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괴동동)

1 9 1 11.11 1.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계림
(2017년도대구경북지역본부경산지사
고압A공사)

경북 경산시 원효로 8 (중방동) 1 13 1 7.69 1.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주경종합건설(원청)
(주)세화엔지니어링(하청)
(진보면주민복지센터건립공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22-7번지 
외 2필지

1 16 1 6.25 1.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합자회사 삼우전자통신
((원)2018년소규모설비이전연간단가
공사(경산, 하양, 청도))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사정동) 1 2 1 50.00 1.8

경북
전문기술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케이앤케이메탈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삼풍동,경북테크노파크글로벌벤처동
2406호)

1 2 1 50.0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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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경남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00~299인 (주)샘코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81 
(샘코)

2 199 2 1.01 0.67

경남 건설업 100~299인
중흥토건㈜(원청)
㈜무원건설(하청)
(진주혁신도시C-3블럭주상복합신축공사)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298번지 4 158 4 2.53 0.47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동방종합건설(원청)
지티지산업주식회사(하청)
(산호동 322-2 판매시설(방수한) 
신축공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SPP)

1 23 1 4.35 1.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우경건설(원청)
금성호이스트(하청)
(SPP사천공장크레인철거공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67 
(산호동)

1 1 1 100.00 1.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구룡조경
(단지내수목전정및전지작업)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75 (평거동) 1 1 1 100.00 1.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광진티앤씨
(2018년거제칠천도사유지내유선해월
철탑철거선로공사)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11 
(고현동) Kt거제지점 관내

1 1 1 100.00 1.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대림개발㈜(원청)
(주)동인(하청)
(하수찌꺼기처리시설건축공사)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34-1 1 2 1 50.00 1.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경부건설㈜(원청)
(주)성원이엔씨(하청)
(재해방지구역복구공사)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40-8번 외 
5필지

1 13 1 7.69 1.8

경남 창고업 50인미만 제일태양광발전소 경남 밀양시 상남면 이연1길 7 1 11 1 9.09 0.67

경남 임업 50인미만
대환목재
(신용운임야간벌작업)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 
133-4번지

1 3 1 33.33 1.55

경남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경종STEEL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길 11-76 
(경종STEEL)

1 1 2 200.00 0.46

전북 건설업 100~299인

남광건설㈜(원청)
주식회사디자인기린(하청)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익산글로벌김
치공장신축공사)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398 1 138 1 0.72 0.47

전북 건설업 100~299인
대림산업㈜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71-4번지 1 170 1 0.59 0.47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주)화성산업개발
(한국바이오영농조합법인창고신축공사)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60번지 
외1필지내

1 16 1 6.25 1.8

전북
오락･문화 
및운동관련

사업
50인미만 사단법인호남오페라단(하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75 5층 
(서노송동)

1 1 1 100.00 0.47

전남
화학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태웅산업
(산이당후~구성간차선도색공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초송리 일원 1 6 1 16.67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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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중대재해자수 많은 순 ⑤재해자수 많은 순 ⑥재해율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임

○ '17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39개소)

 ('18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전남

전기기계
기구･전자
제품･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

기구제조업

50인~99인 주식회사탑선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1 92 2 2.17 0.25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한우철)
(신혜민애플망고비닐하우스설치공사)

전남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1 5 2 40.00 2.00 

전남 농업 50인미만 원뿌리영농조합법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봉길 115 1 2 1 50.00 0.97

제주 건설업 100~299인
동호건설㈜(원청)
구산건설㈜(하청)
(서귀포시동홍동공동주택신축공사)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38-2번지 1 117 9 7.69 0.47

제주 건설업 50인미만

씨티이엔씨㈜(원청)
밝은미래건설(하청)
(제주이도한일베라체아파트균열보수
및재도장공사)

제주 제주시 신설로 55 
(이도이동,한일베라체아파트)

1 12 1 8.33 1.8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신성씨앤디㈜
(구)신성탑건설㈜(원청)
(주)다윤씨앤씨(하청)
(종로쏘도베관광호텔신축공사)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37 (낙원동) 2 22 7 31.82 1.7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원청)
(주)시티이텍(하청)
(수서열원특,고압배전반복합계전기
구매설치)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781 (수서동) 1 4 1 25.00 1.7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완후종합건설㈜
(장안동286-4원골빌딩신축공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32 (장안동) 1 16 1 6.25 1.7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업자(조한석)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8 1 5 1 20.00 1.7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이치아이건설(원청) 부산 금정구 금강로  665 4층 1 1 1 100.0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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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개인업자(박용찬)(하청)

부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화물취급

사업

50인미만 삼건실업(주) 부산 서구 충무대로 122 (암남동) 1 23 1 4.35 1.74

대구 도금업 50인미만 정광금속 대구 북구 노원동로3길 23 (노원동3가) 1 1 1 100 0.86

대구 건설업 100~299인

라온건설(주)(원청)
주식회사신현건설(하청)
(대구범어동77-2 라온프라이빗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구 수성구 청호로88길 9 (범어동) 1 104 1 0.96 0.31

대구
도･소매및
소비자용
품수리업

50인미만 대왕씽크 대구 중구 재마루길  85 1 1 1 100.00 0.38

광주 건설업 50인미만
㈜송학건설(원청)
일등건설중기(하청)
((주)진양공장신축공사)

광주 광산구 진곡동 601 1 40 1 2.50 1.78

대전
도･소매및
소비자용
품수리업

50인미만 진성주유소 대전 중구  대종로 122 (호동) 1 2 1 50.00 0.38

대전
국가및지
방자치단
체의사업

50인미만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
리과(2017산사태현장예방단))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 160 
(사정동,대전광역시공우너관리사업소)

1 11 1 9.09 0.7

강원 임업 50인미만 양구군산림조합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113 1 22 1 4.55 1.82

경기
도자기및
기타요업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협진콘크리트수원지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16-10 
(입북동)

1 5 1 20.00 1.12

경기 건설업 100~299인

대방건설(주)(원청)
(주)재원이엔아이(하청)
(시흥배곧신도시B6BL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경기 시흥시 배곧4로 103 (정왕동) 
시흥배곧대방노블랜드1차현장사무소

1 272 3 1.10 0.31

경기 건설업 100~299인
SK건설(주)(원청)
대주중공업주식회사(하청)
(광교SKVIEWLake)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번지 1 249 1 0.40 0.31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이홍기(축사지붕공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167-7 1 1 1 100.00 1.7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오야동 243-4번지 신축공사(배상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8번길 5 
(오야동)

1 3 1 33.33 1.7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중앙산업개발 경기 오산시 금암동 490-4 외 1 8 1 12.50 1.7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고금종합건설㈜
(범계역주상복합아파트신축공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9 
(호계동)

1 35 1 2.86 1.78

경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화물취급

사업

50인미만
(주)윈플러스(원청)
(주)주성(하청)

경기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 280-2 1 17 1 5.88 1.74

충북

비금속
광물제품
및금속
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원청)
재경엔지니어링(하청)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100 
(마로면,조일아파트나동203호)

1 17 2 11.7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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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또는금속
가공업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신성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대륙황토건설산업(하청)
(봉명동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23 
(봉명동 491번지)

1 9 1 11.11 1.78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근화건설주식회사(원청)
강일철구산업(하청)
(괴산공장신축공사)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산108번지 1 9 1 11.11 1.7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이철영(대평리655-11,2014-증축37)
축사증축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금남로 252 
(655-11)

2 11 2 18.18 1.7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주(조남중)(원청)
((주)광성금속1공장지붕채광창방수
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4길  41-8 1 3 1 33.33 1.7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도우엔지니어링(일괄)(원청)
대선테크(하청)
(아산5사업장(T9동)크린룸설비공사)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22 
(주)톱텍

1 7 1 14.29 1.78

충남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100~299인
주식회사맘모스식품(원청)
(주)에스엠엔지니어링(하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4산단로 64 (2층) 1 103 1 0.97 0.68

경북

비금속광
물제품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일성테크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2길 3 (대가면) 2 8 2 25.00 1.8

경북

비금속광
물제품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금속
가공업

50인미만 혜민건축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상암길37길 75-27 
(와촌면)

1 2 1 50 1.8

경북 건설업 100~299인

삼도주택주식회사, 
한림건설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광성건설(하청)
(포항창포메트로시티기부채납도로개
설공사)

경북 포항시 북구 창흥로 72-21 1 269 1 0.37 0.31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우호건설(주)(원청)
(주)부일산업(하청)
(예천신도시신성프라자신축공사)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검무로 17 
1408,1409

1 1 2 200.00 1.7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지맥스래피드, 
태백산업주식회사(하청)
(서옥교외1개교보수공사)

경북 경산시 옥곡동 지내 1 4 2 50 1.78

경북
전문기술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중앙환경기술 경북 경산시 대학로13길 82 (정평동) 1 30 1 3.33 0.1

경남 건설업 1,000인이상
두산건설(주)(원청)
철탑건설㈜,일광건설㈜(하청)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신축공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번지 
주촌선천지구 28-1블럭

2 3930 4 0.10 0.07

전북
섬유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

50인미만 (주)태평양산업
전북 정읍시 북면(북면) 태곡리 
939번지 2호 ㈜태평양산업

1 25 1 4.00 0.45

전북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동원페이퍼(주)정읍공장(원청)
개인업자(노광섭)(하청)

전북 정읍시 공단1길 50(영파동) 2 6 2 33.3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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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

중대재해자수 많은 순 ⑤재해자수 많은 순 ⑥재해율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임

 ○ '17년 이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3개소)

('18년이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대구
기계기구
제조업

50-99인 
대구환경공단
(탈리여액소화조이송배관보온및
부분교체공사)

대구 동구 해동로142 (검사동) 1 89 1 1.12 0.51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징크로
(청구정형외과철거공사)

대구 동구 송라로 5 (신천동) 1 4 1 25.00 1.95 

울산 건설업 100~299인
에스케이건설㈜, 한국석유공사(원청)
주식회사성도이엔지(하청)
(울산비축기지지하화건설공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300번지 2 213 6 2.82 0.24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

중대재해자수 많은 순 ⑤재해자수 많은 순 ⑥재해율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임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소각로2차연소실청소작업)

전북
기타의

각종사업
50인미만 (주)명도실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59-1 
(여의동)

1 48 2 4.17 0.75

제주
식료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제이크리에이션
제주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33 
(주)제이크리에이션

1 38 1 2.6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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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18년∼ 신설>

 ○ ‘19년 사망재해 2명이상 발생 사업장(3개소) 

업종
(중분류)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수

(명) 

건설업 500~999인
(주)대우건설(원청)
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
(시흥대야동주상복합)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4 (대야동) 2

건설업 50인~99인
(주)중해건설(원청)
제일건설㈜(하청)
(오룡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9 (오룡동) 2

건설업 50인미만
카스.텍
(협신식품계류장내돼지차량저울대보수공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박달동, 
(주)협신식품)

3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수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18년 사망재해 2명이상 발생 사업장(2개소)

('19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업종
(중분류)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수

(명) 

건설업 300~499인
주식회사 정한조경(하청)
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청)
(화성반월동APT)

경기 화성시 반월동 111-4번지 외113필지 일원 2

건설업 50인미만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
(舊)어반종합건설
(인천시부평구부평동494-5번지주상복합신축공사)

인천 부평구 부일로19번길 7 (부평동) 3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수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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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개소)

('18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업종

(중분류)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수

(명) 

건설업 1,000인이상
두산건설㈜(원청)
㈜철탑건설, 일광건설㈜(하청)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신축공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번지 주촌선천지구 
28-1블럭

2

건설업 50인미만
신성탑건설㈜(舊)신성씨앤디㈜(원청)
(주)다윤씨앤씨(하청)
(종로쏘도베관광호텔신축공사)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37 (낙원동) 2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수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17년 이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1개소)

('18년이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업종
(중분류)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수

(명) 

건설업 100~299인
에스케이건설㈜, 한국석유공사(원청)
주식회사성도이엔지(하청)
(울산비축기지지하화건설공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300번지 2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수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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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18년 신설>

 ○ ‘19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479개소)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서울 건설업 300~499인
진흥기업㈜
(미아9-1구역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서울 강북구 오현로9다길 28-5 
(미아동)

305 1 32.79 1.39 

서울 건설업 300~499인
GS건설㈜
(신길센트럴자이(서울))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23나길 11 
(신길동) 일대

411 1 24.33 1.39 

서울 건설업 50인~99인

롯데건설㈜(원청)
(주)대흥종합건설(원청)
 ㈜대흥토건(하청)
(서남물재생센터3차(총인)
처리시설설치공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20가길 20 
(방화동)서남물재생센터

56 1 178.57 3.67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주식회사씨지주택
(성수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42-7 
(성수동1가)

67 1 149.25 3.67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에즈원종합건설주식회사(원청)
(주)서인테크(하청)
(한성용답서비스센터재개발
신축공사1단계공사)

서울 성동구 가람길 277 (용답동) 89 1 112.36 3.67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은일종합건설㈜(원청)
(주)이룸설비(하청)
(서울마곡지구업무시설용지
C12-2,C12-10업무시설
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50 
(마곡동) 798-5

91 1 109.89 3.67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현코킹
(송파구방이동166-20)

서울 광진구 능동로 48길 57 1 1 1000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이각건설(원청)
일도산업(하청)
(논현동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135길 12 
(논현동)

16 1 625.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D&S인테리어
(반포서래나루2층도장공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641번지 2층 1 1 1000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해주전설
(화곡동421-17외1필지
전기공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95 
(화곡동)

1 1 1000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성부건설(하청)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1 1 1000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업자(최동만, 최승규)
(송파동118-31대중빌라
다가구지붕싱글공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4길 
21-1 (송파동, 대중빌라)

1 1 1000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미감아이디(ID)(원청)
마사다툴(하청)
(노바디세컨드창고공사및
가구제작)

서울 강북구 도봉로76길 56 
(미아동, 미아요진아파트)

1 1 1000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동진전설㈜
(중랑구,동대문구전기공사)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46 
(면목동)

1 1 10000.0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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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초성종합건설㈜(원청)
은성이앤씨(주)(하청)
(고덕3단지주택재건축정비
사업중공공청사(파출소)
신축공사)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13 
(상일동, 일원)

7 1 1428.57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종합건설케이와이
(중곡동39-4,5번지근린생활
시설및다가구주택신축공사)

서울 광진구 능동로48길 18-6 
(중곡동)

8 1 125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동성공업도장
(2019년동대문광진중랑센터
임대아파트재도장공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8 
(면목동, 면목임대아파트)

8 1 125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태영씨엔씨
(청담대림1차e-편한세상아
파트내․외부균열보수및
재도장공사)

서울 강남구 학동로77길 27 
(청담동, 대림아파트)

9 1 1111.11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용우종합건설㈜(원청)
미장산업(하청)
(화곡동에스엠케이아파트
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60-1 
(화곡동) 938-23

10 1 100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효찬종합건설
(화곡동937-7외1필지
오피스텔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월정로18길 17 
(화곡동)

10 1 100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은서건설(하청)
(아시아선수촌아파트균열
보수및재도장공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동)

12 1 833.33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은성산업주식회사(원청)
백마건업(주)(하청)
(방학역모비우스스퀘어신축
공사․중토목공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4 14 1 714.29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라움건설
(송파구송파동84-1번지동서
남북빌딩대수선공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86 
(송파동)

18 1 555.56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동현종합건설㈜(원청)
옥연건설주식식회사(하청)
(면목동1094-1업무시설
신축공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58길 6 
(면목동)

19 1 526.32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와이엠종합건설(원청)
운명테크(하청)
(시흥동다세대주택및오피
스텔신축공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8-13 22 1 454.55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제이디종합건설(원청)
개인업자(박금석)(하청)
(천호동314-26,33,34번지근
린생활및공동주택신축공사)

서울 강동구 천중로11길 7 
(천호동)

22 1 454.55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동광이엔씨(원청)
주식회사강호알엔디(하청)
(선린중외1교(재동초)외부
창호개선및기타공사)

서울 용산구 원효로97길 33-4 
(청파동3가) 
선린중외1교(재동초)

23 1 434.78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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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호반산업(원청)
(주)서우건영(원청)
주식회사호반티비엠(하청)
(반포천유역분리터널건설공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초동, 
정곡빌딩남관)

31 1 322.58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태평양개발㈜(원청)
㈜대광이앤씨(하청)
누리이앤씨㈜(하청)
(영동선51.0km(강릉)등8개
소방음시설설치공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89길 16 
(성내동, 파크프라자)

40 1 250.00 4.8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리버티건설(원청)
성보이엔씨(하청)
(대치동교육연구및근린생활
시설신축공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6-8 45 1 222.22 4.86 

서울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새한통운

서울 금천구 문성로3길 85 
(독산동)

2 1 5000.00 2.18 

서울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맨하탄빌딩관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306)

47 1 212.77 2.44 

서울 기타의각종사업 50인미만 아진씨앤씨(주)
서울 강동구 명일로13길 19 
(둔촌동)

5 1 2000.00 1.61 

서울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유일E&C
(대성당냉방기증설공사)

서울 강남구 일원로5길 84 
(일원동) 103호

1 1 10000.00 0.63 

부산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금문산업(원청)
하나인더스트리㈜(하청)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333번길 
50 (지사동)

35 1 285.71 2.35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300~499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주식회사
(舊)와이케이스틸㈜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8, 
605호(명지동, 더프라임)

409 1 24.45 1.44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99인
아이앤케이신항만㈜(원청)
(주)피엔피엔지니어링(하청)

부산 남구 동명로118번길 68 
(용호동)

64 1 156.25 1.18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용광산기 주식회사(원청)
삼정산업(하청)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34 
(정관읍, 용광산기(주) 내 
삼정산업)

1 1 10000.00 2.88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건창산기㈜
(건창산기(주)구평공장)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361 
(구평동)

3 1 3333.33 2.88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성림하이텍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69-11 
(학장동)

3 1 3333.33 2.88 

부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태웅에스엔티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246 
(송정동)

26 1 384.62 2.88 

부산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삼광선박
(118금성호식당청수입구
파이프수리작업)

부산 서구 충무대로 202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부두 
선박내)

5 1 2000.00 6.47 

부산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SMS
(KJ조선소구평현장)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95 (구평동)

20 1 500.00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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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업 300~499인

(주)협성종합건업(원청)
주식회사상익건설(원청)
피큐건설주식회사(원청)
영빈건설주식회사(하청)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D-1
블럭신축공사(공동도급))

부산 동구 초량동 1185-1 일원 400 1 25.00 1.39 

부산 건설업 100~299인

주식회사티시스(원청)
주식회사오주건설(하청)
(흥국생명부산사옥업무시설
신축공사)

부산 동구 초량동 1193-1 115 1 86.96 2.34 

부산 건설업 50인~99인
광진타워(원청)
효성타워(하청)
((주)더사옥신축공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31-12 외 
2필지

87 1 114.94 3.67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성진설비
(개금동177-339업무시설신
축공사중기계소방공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77-339번지

1 1 100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상아건업
(삼성~학리간해안산책로보수)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301-2번지

1 1 100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상아건설(동행정복지센
터1층 창고 철거공사)

부산 동래구 복천로 1 (복천동) 1 1 100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나성개발
((주)성우하이텍공장지붕
보수(방수실런트작업등))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333번길 
70 (지사동)

1 1 100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아림전력
((주)와이오엠전력증설공사
외(500/800KW))

부산 강서구 생곡산단1로24번길 
51 (생곡동)

1 1 100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박일호개별공사(사상구감전
천로166공장지붕보수공사)

부산 사상구 감전천로 166 
(학장동)

1 1 100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하이라인(원청)
삼원공업사(하청)
(거제케이탁근생시설용도
변경및증축공사)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87 
(거제동)

3 1 3333.33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우호건설㈜
(부산전자공고전국기능대회
경기장(토목)조성공사)

부산 동래구 금강로59번길 51 
(온천동)

3 1 3333.33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에이제이동양메닉스주식회사
(원청) 
대동산업(하청)
(안락동항운병원)

부산 동래구 안락동 749-13 4 1 25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최연태/감전동2층주택
리모델링공사

부산 사상구 새벽로167번길 
65-23 (감전동, 129-32번지)

5 1 20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케이제이에스
(부산에코델타시티하수처리
시설전기공사(2차년도))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877 
(명지동)

5 1 2000.00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철인종합건설㈜(원청)
㈜아성산업(하청)
(부산국제정비공장신축공사)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S10-2블럭

11 1 909.09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청우그린(남항파출소연안
구조정계류시설파일공사)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6 번지 앞 
해상

13 1 769.2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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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남경엔종합건설
(모라동857공동주택및
오피스텔신축공사)

부산 사상구 모라동 857 26 1 384.62 4.86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용성냉동(원청)
강동중량(하청)
(스파이럴프리져설치공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407로 65 
(송정동)

29 1 344.83 4.86 

부산
육상및

수상운수업
100~299인 삼화피티에스(주)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1 270 1 37.04 4.61 

부산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오릭스동래

부산 금정구 장전동 19번지 1호 
오릭스동래 2층

1 1 10000.00 2.18 

부산
보건및

사회복지사업
50인~99인

대성사랑의료재단 
제일요양병원

부산 금정구 서부로 56 (서동, 
제일요양병원)

55 1 181.82 0.21 

대구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100~299인 (주)아진피앤피

대구 달성군 현풍읍 
국가산단북로100길 40 

155 1 64.52 2.97 

대구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홍성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10 
(대천동)

39 1 256.41 2.35 

대구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익성프라스틱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5길 11 8 1 1250.00 2.35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진성테크(원청)
동부산업건설(하청)
((주)무태골프연습장엘리
베이터설치용골조공사)

대구 북구 호국로 143 (서변동) 1 1 10000.00 4.86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정태길도급공사
(삼용다이캐스팅공장동지붕
판넬공사)

대구 북구 성북로15길 49 
(침산동)

1 1 10000.00 4.86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제이케이(JK)정보
(칸막이및바닥공사)

대구 달서구 월곡로 379 8층 
802호 (월성동, 씨엘타워)

2 1 5000.00 4.86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효진종합건설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아케이드설치공사)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45 
(대신동)

11 1 909.09 4.86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건인씨엔알
(신천휴먼시아6단지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대구 동구 송라로11길 39 
(신천동)

19 1 526.32 4.86 

대구 임업 50인미만
대구달성산림조합
(2019년산불피해지소나무재
선충병방제사업)

대구 동구 진인동 산 112 18 1 555.56 4.21 

인천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회성목재(주)

인천 서구 백범로910번길 61 
(가좌동)

10 1 1000.00 2.04 

인천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거림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595번길 
149 (고잔동)

31 1 322.58 2.35 

인천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주)반도유니콘 인천 서구 오류동 이든로 31 27 1 370.37 6.83 

인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300~499인
핸즈코퍼레이션주식회사제
2공장

인천 서구 가정로37번길 50 
(가좌동)

337 1 29.67 1.44 

인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이삭엔지니어링
인천 서구 원당대로117번안길 
16 (오류동)

7 1 1428.57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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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삼성유압기계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동) 2-454 
(주)삼성유압기계

10 1 1000.00 2.88 

인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광희
인천 서구 원전로59번길 1 
(경서동)

45 1 222.22 2.88 

인천 건설업 100~299인

(주)태진종합건설(원청)
(주)제이디종합건설(하청)
(부평동38-131주상복합
신축공사)

인천 부평구 부평동 38-131번지 102 1 98.04 2.34 

인천 건설업 100~299인
(주)큐에스엔지니어링(원청)
아진산업개발(주)(하청)
(MerckLifeScienceCenter)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8-9번지 111 1 90.09 2.34 

인천 건설업 100~299인

은성산업㈜(원청)
(주)홍익건설(하청)
(남동테크노타워지식산업
센터신축공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189 
(고잔동)

117 1 85.47 2.34 

인천 건설업 100~299인

(주)광양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태원이엔씨(하청)
(광양프런티어밸리-3지식
산업센타신축공사)

인천 서구 가석로 36 (가좌동) 
274-1번지 외 5필지

174 1 57.47 2.34 

인천 건설업 50인~99인

(주)동일인테리어(원청)
한성하우징㈜(하청)
(인천루원시티견본주택
건립공사)

인천 서구 가정동 645-3 82 1 121.95 3.67 

인천 건설업 50인~99인
일주건설㈜(원청)
재인건설(주)(하청)
(청라레이크봄신축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943-7,943-8 90 1 111.11 3.67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진흥종합건설㈜(원청)
(주)오라건설(하청)
(고양향동지구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인천 남동구 백범로227번길 34 
1층 (만수동)

1 1 10000.00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세림건설㈜
(2019년강화군2구역개보수
공사(연간계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27번길 21 고천리 848 외

1 1 10000.00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삼아산업㈜
(연수체육문화센터신축소방공사)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0-1 1 1 10000.00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동국제강(주)(원청)
(주)백운(하청)
(2호압연출하기중기위치
변경공사(기계))

인천 동구 중봉대로 15 (송현동) 
동국제강(주) 인천공장

2 1 5000.00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라온주택
(더스테이팬션세탁실증축공사)

인천 강화군 고비고개로743번길 
94-9 (내가면 고천리, )

3 1 3333.33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영신단열공사
(Heavy조립공장지붕누수
개선공사)

인천 동구 인중로 489 (화수동) 3 1 3333.33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신흥건설㈜(원청)
서은설비(하청)
((주)이노디스공장신축공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16-17 10 1 1000.0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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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우진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만일건설(하청)
(갈월초급식소및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65 
(갈산동)

18 1 555.56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나경종합건설주식회사(원청)
영성스톤주식회사(하청)
(작전동679-10번지외2
필지오피스텔신축공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17번길 8 
(작전동)

27 1 370.37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케이에프엠씨주식회사(원청)
동진강건(주)(하청)
(선미푸드인천공장신축공사)

인천 서구 금곡동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7블록 8로트

38 1 263.16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시공종합건설㈜(원청)
㈜서왕이노베이션(하청)
(강화지원시설용지6근생및
오피스텔신축공사)

인천 강화군 강화읍 
753-7(강화일반산업잔지 
지원시설용지6)

39 1 256.41 4.86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청광건설㈜
(인천서창2지구신천ic연결도
로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입찰공고)

인천 남동구 수인로 3556 
(운연동, 시흥시 방산동 일원)

44 1 227.27 4.86 

인천
철도･궤도･삭도･

항공운수업
1,000인이상

(주)대한항공 
인천여객운송지점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1904 1 5.25 0.83

인천 농업 50인미만
로사조경
(서강빌라건물주위전지공사
및수목식재공사)

인천 동구 송림로 26 (금곡동) 1 1 10000.00 2.49 

인천 농업 50인미만
중진공산업개발
(인천부흥초등학교교내전지
작업)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45번길 
35 상가동 205~208호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2 1 5000.00 2.49 

인천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100~299인 주식회사아이케이 인천 서구 검단천로 151 (오류동) 132 1 75.76 1.75 

광주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대신물산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3번로 
41-24 (진곡동, (주)대신물산)

12 1 833.33 2.35 

광주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대성샤프트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73-9 
(오선동)

3 1 3333.33 2.88 

광주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제일이엔지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62번길 
20 (월출동)

7 1 1428.57 2.88 

광주 건설업 100~299인

대라수건설(주)(원청)
제일건설주식회사(하청)
(광주첨단대라수어썸시티
주상복합신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22-90 (쌍암동)

143 1 69.93 2.34 

광주 건설업 50인~99인
(주)중해건설(원청)
제일건설(주)(하청)
(오룡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9 (오룡동)

83 2 240.96 3.67 



- 53 -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광주 건설업 50인~99인

(주)유탑건설(원청)
주식회사유탑엔지니어링건
축사무소(원청)
제일건설주식회사(하청)
(치평동생활형숙박시설신축
공사)

광주 서구 치평동 1231-5 82 1 121.95 3.67 

광주 건설업 50인미만
(주)포레스트건설(원청)
혜광전기주식회사(하청)
(에이스침대광주지점신축공사)

광주 서구 상무대로 930 (쌍촌동) 
986-14,42

15 1 666.67 4.86 

광주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이원스페이스
(원청)
가나안전(하청)
(2019광주수영대회  
시설공사 1권역 관급
자재(PVF막구조물) 설치)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월계동)

23 1 434.78 4.86 

광주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이종상(개인건축업자)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57-9 (진곡동)

6 1 1666.67 0.63 

광주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두산지게차전남판매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외로 311 
(송촌동)

10 1 1000.00 0.63 

대전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풍림

대전 대덕구 대화로52번안길 
160 (대화동)

15 1 666.67 2.04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대명환경개발
(계족로21-7주택부분철거공사)

대전 동구 계족로 21-7 (효동) 1 1 10000.00 4.86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권현정 대흥동492-4번지 
증축공사

대전 중구 보문로268번길 10 
(대흥동)

1 1 10000.00 4.86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주)조양산업
(삼익목화1차아파트외부균
열보수및재도장공사)

대전 서구 복수서로 50 (복수동, 
삼익목화아파트) 

5 1 2000.00 4.86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주)유토
(대전시서구둔산남로105번
길27(둔산동)화재복구공사)

대전 서구 둔산남로105번길 27 
(둔산동)

10 1 1000.00 4.86 

세종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아트텍
(조치원풍산아파트외부도장
공사)

세종 조치원읍 새내8길 22-13 
풍산아파트

10 1 1000.00 4.86 

울산 건설업 50인~99인

에스디지㈜(원청)
(주)진산엔지니어링(하청)
(롯데비피화학~바카케미칼
구간원료가스배관토목공사
및지하배관매)

울산 남구 부곡동 105-19번지 73 1 136.99 3.67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주)남도건설
(삼원테크노(주)옥상방수하
자보수공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99-37 삼원테크노(주)

1 1 10000.00 4.86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고려아연㈜(원청)
주식회사금화(하청)
(배소1,2계열MAINSTACK작
업상교체작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2 1 5000.00 4.86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재원도장㈜
(서동한라하얏트균열보수및
재도장공사)

울산 중구 동천4길 15 (서동, 
한라하야트)

2 1 5000.0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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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성진종합건설㈜(원청)
(주)에이치에스공영(원청)
신화종합건설(주)(원청)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1차)-
4공구(공동도급))

울산 중구 성안동 및 약사동, 
병영동 일원

13 1 769.23 4.86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성지토목기술공사(원청)
(주)명보엔지니어링(하청)
(울산H.T.V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산단

15 1 666.67 4.86 

울산 임업 50인미만
(주)솔
(2019년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구역))

울산 북구 대안동 산200번지 외 
대안동, 호계동, 중산동, 매곡동 
일원

1 1 10000.00 4.21 

울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동호토탈환경
(유곡푸르지오아파트저수조
청소작업)

울산 중구 평동3길 1 (유곡동, 
푸르지오)

2 1 5000.00 2.44 

울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범우(원청)
동광엘앤이(주)(하청)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19-3 

46 1 217.39 2.44 

강원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권선개발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3080-22 

29 1 344.83 32.96 

강원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삼양프루웰 강원 원주시 우산로 177 (우산동) 29 1 344.83 2.04 

강원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제일알앤에이(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팔봉산로 
2550 

24 1 416.67 6.83 

강원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에타솔라(원청)
미래솔라㈜(하청)

강원 원주시 살대울모래기길 107 
(봉산동)

12 1 833.33 2.88 

강원 건설업 100~299인
대양종합건설㈜
(강릉그린테라스하우스타운
신축)

강원 강릉시 사임당로175번길 
25-16 (유천동)

114 1 87.72 2.34 

강원 건설업 100~299인

혜림건설㈜(원청)
㈜용상엔지니어링
(약사촉진5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원 춘천시 춘천로81번길 20 
(약사동, 약사아파트)

174 1 57.47 2.34 

강원 건설업 50인~99인
GS건설㈜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조성
공사)

강원 동해시 공단2로 15-5 
(구호동)

92 1 108.70 3.67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대성건업
(대한예수교침례회양구교회
지붕보수공사)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447 
(양구교회)

1 1 10000.00 4.86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에스디피그
(퇴비사지붕교체및임신사,
육성사판넬공사(최기해,
재원농장))

강원 화천군 간동면 버덩말길 
24-60 

1 1 10000.00 4.86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마루건설
(문공공장지붕보수공사)

강원 영월군 북면 강구길 29 1 1 10000.00 4.86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신영찬공사
(신영찬우사수리공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93번지

1 1 10000.0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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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건설업 50인미만

흥일건설㈜(원청)
교문건설(주)(하청)
(2019년강원본부관내
(강원권)포장유지보수공사)

강원 원주시 무실동 
남원주ic~춘천ic일대

4 1 2500.00 4.86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서림종합건설㈜
(국도19호선속실지구위험도
로개선사업)

강원 횡성군 청일면 속실지구 
일원

6 1 1666.67 4.86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성조건설㈜
(국도31호선홍천내면방내폭
원부족구간정비공사(1공구))

강원 홍천군 내면 방내로 482 
일원

7 1 1428.57 4.86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주)대림기업
(’19년강원지역본부인제지
사고압공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지역 전역

14 1 714.29 4.86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합자)광성건설(원청)
다함기초건설(주)(하청)
(KTL 강원지역시험소신축공사)

강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일원

18 1 555.56 4.86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주)에코스이엔씨
(율리태양광발전소시설설치
공사)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로 
269-138 율이리 
253-2,3,4,12번지

32 1 312.50 4.86 

강원 임업 50인미만
주식회사 거송
(경북본부관내영동선전차선
로지장수목긴급제거공사)

강원 태백시 동점동 204-15번지 1 1 10000.00 4.21 

강원 임업 50인미만
대화임업벌목
(용평면용전리산51)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산 
51번지

5 1 2000.00 4.21 

강원 임업 50인미만 인제군산림조합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0 7 1 1428.57 4.21 

강원 임업 50인미만 양양속초산림조합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13 11 1 909.09 4.21 

강원 임업 50인미만
홍천군산림조합
(2019년 군유림벌채사업)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1 27 1 370.37 4.21 

강원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신원기업(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388 

8 1 1250.00 2.44 

강원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삼양관리㈜
(연곡2단지부영아파트관리
사무소)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3길 43 
(연곡면, 부영사랑으로)

10 1 1000.00 2.44 

강원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우진대리점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571 

1 1 10000.00 0.63 

경기
석탄광업 및

채석업
50인미만 수암광업(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00번지

1 1 185.19 3.67 

경기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에스피네이처 
양주사업소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348번지

3 1 3333.33 32.96 

경기 식료품제조업 300~499인 CJ씨푸드(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32 (상대원동) 
CJ씨푸드(주)

353 1 28.33 1.99 

경기
섬유및섬유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정희섬유

경기 포천시 영중면 
양문공단로3길 30 

7 1 1428.57 1.58 

경기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100~299인 신안포장산업(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 
4 반월공단19B-5L (성곡동)

159 1 62.89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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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기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50인~99인 (주)대화제지

경기 군포시 흥안대로 34 
(금정동)

84 1 119.05 2.68 

경기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창대우레탄

경기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8 

4 1 2500.00 2.35 

경기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에코창환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동오1길 
51-8 

7 1 1428.57 2.35 

경기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동하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산길 69 19 1 526.32 2.35 

경기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대안화학(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이일로 212 대안화학

24 1 416.67 2.35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300~499인 ㈜KCC글라스 여주공장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41 

487 1 20.53 4.01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99인 선일레미콘(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68 
(호계동)

84 1 119.05 4.39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SH콘크리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300-26 (지영동)

5 1 2000.00 6.83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칠성글라스텍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0번길 20 (상대원동)

9 1 1111.11 6.83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다성기업(주)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53 11 1 909.09 6.83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유한콘크리트산업(주)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946번길 
19 (사음동)

21 1 476.19 6.83 

경기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신성콘크리트공업(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30 (식사동)

45 1 222.22 6.83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300~499인 능원금속공업(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1리 
314-1

428 1 23.36 1.44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100~299인 에스렉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산길 142 119 1 84.03 1.34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구상압송시스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21-64 

2 1 500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신갈자동차월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미로 84 
B L (신갈동)

1 1 1000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대한산업
경기 고양시덕양구 내유동   
475-3번지

1 1 1000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태진기계철강
경기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988번길 35-7 

1 1 1000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차탄현대카독크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160 
(1급현대카독크)

2 1 500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태성
(3드럼수관식보일러조립공사)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로227번길 166-32 

4 1 2500.0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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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부흥알미늄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206번길 97-60 

5 1 200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엘에스디이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5-86 

7 1 1428.57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동부자동차공업사
경기 여주군 가남면 
경충대로1548 

8 1 125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큐인테크
경기 시흥시 마유로92번길 35 
(정왕동, 3마 212호)

8 1 125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동광이앤씨
경기 시흥시 금오로309번길 59 
(과림동)

10 1 1000.00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영동코일센터(주)
경기 시흥시 
옥구천서로81번길39 (정왕동, 
시화공단1마 601-1호)

14 1 714.29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삼원산업㈜(원청)
(주)신우이엔지(하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4길 17-20 101호 
(신길동)

15 1 666.67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성호금속
경기 부천시 오정로96번길 89 
(삼정동)

18 1 555.56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아이에스동서㈜(원청)
주식회사해건(하청)

경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63번길 12 (주)해건

23 1 434.78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보현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학산단길 
420 ((주)보현공장)

26 1 384.62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코아드
(기원정밀(주)1공장내스피드
도어자동북구형(coad-3)
설치작업)

경기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598-10 기원정밀(주)

39 1 256.41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애드스테인리스(주)
경기 안성시 공도읍 신두만곡로 
16 

43 1 232.56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티웨이홀딩스
경기 포천시 해룡로37번길 38 
(설운동)

45 1 222.22 2.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삼일씨엔에스 용인사업소
(舊)대림씨엔에스주식회사(원청)
(주)지성테크(하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553-3

49 1 204.08 2.88 

경기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

제조업

50인~99인 미주정밀(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720-14 

76 1 131.5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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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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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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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기 건설업 1,000인이상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식회사(원청)
주식회사유림테크(하청)
(파주운정A26BL아파트
건설공사)

경기 파주시 동패동 1781번지 1203 1 8.31 0.80 

경기 건설업 1,000인이상
중흥토건㈜
(광교C2블럭주상복합시설중
흥S클래스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C2블럭

1217 1 8.22 0.80 

경기 건설업 500~999인
(주)대우건설(원청)
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
(시흥대야동주상복합)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4 
(대야동)

723 2 27.66 1.11 

경기 건설업 300~499인
파인건설㈜(원청)
주식회사동신시앤시(하청)
(이케아기흥점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41-7번지

328 1 30.49 1.39 

경기 건설업 300~499인

롯데건설(주)(원청)
원영건업(주)(하청)
(김포신곡지구공동주택사업
(2차))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일대

342 1 29.24 1.39 

경기 건설업 100~299인

중흥토건㈜(원청)
주식회사무등하우징(하청)
(화성동탄2지구B7블럭연립
주택(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지구 B7블럭

102 1 98.04 2.34 

경기 건설업 100~299인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원청)
주식회사대광(하청)
(E편한세상김포마송M/H
건립공사)

경기 김포시 장기동 1888-9번지 110 1 90.91 2.34 

경기 건설업 100~299인

(주)태영건설(원청)
봉등전기(주)(하청)
(육군양주파주병영시설민간
투자시설사업(BTL))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산 12-3 116 1 86.21 2.34

경기 건설업 100~299인

금광건설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센코어테크(하청)
(김포한강신도시금광테크노
밸리신축공사)

경기 김포시 장기동 2008-1번지 123 1 81.30 2.34 

경기 건설업 100~299인

주식회사서울건축피씨엠
건설(원청)
현중건설주식회사(하청)
(고양화정동주상복합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48-6

131 1 76.34 2.34 

경기 건설업 100~299인
극동건설㈜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제3
공구노반(건축)신설기타공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16 
(신촌동)

131 1 76.34 2.34 

경기 건설업 100~299인

(주)대우건설(원청)
(주)한화건설(원청)
현대로템주식회사(원청)
흥우건설(주)(원청)
두한종합건설(주)(원청)
주식회사한준건설(하청)
(대곡~소사복선전철민간
투자시설사업/3공구)

경기 부천시 오정동 128-1번지 170 1 58.8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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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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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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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망

만인율
(‱)

경기 건설업 100~299인

화동하이테크 
주식회사(하청)
(CJ대한통운양지Flagship
Center자동화물류기기구축
사업)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89-7

180 1 55.56 2.34 

경기 건설업 50인~99인

효정종합건설㈜
(동탄2지구30BL-1LT근린생
활시설및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경기 화성시 경기동로 138 
동탄2택지지구 지원30블럭 
1로트

50 1 200.00 3.67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일신건영㈜(원청)
지승건설(주)(하청)
(안성아양근생신축공사)

경기 안성시 옥산동 아양 
택지개발지구 1-2-1

51 1 196.08 3.67 

경기 건설업 50인~99인

리드건설주식회사
(구)주식회사정우건설산업(원청)
콘탑건설(주)(하청)
(부천중동오피스텔신축공사
중철근콘크리트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25 
1층 (구갈동, 한성아파트 상가)

53 1 188.68 3.67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주)세기위더스
(메자닌신규설치공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6 
물류센터 5층

68 1 147.06 3.67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주)더미르건설(원청)
개인업자(김영산)(하청)
(다산중원듀플렉스신축공사)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상업 
3-5-1, 3-5-2

78 1 128.21 3.67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새천년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건웅건업(하청)
(파주금촌주상복합신축사업)

경기 파주시 마무리길 72 (금촌동, 
52-45) 일원 

89 1 112.36 3.67 

경기 건설업 50인~99인

(주)대우건설(원청)
케이비아이건설㈜(원청)
두산건설㈜(원청)
지에스건설㈜(원청)
도양기업㈜(하청)
건창산업㈜(하청)
(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
사업(4공구))

경기 파주시 월롱면 황소바위길 
70 대우건설 현장사무실

97 1 103.09 3.67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카스.텍
(협신식품계류장내돼지차량
저울대보수공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박달동, (주)협신식품)

4 3 75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향동동향동지구D3블럭2-6
로트주택및근생신축공사
(이상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6번지 향동지구 D3블럭 
2-6로트

3 1 3333.33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최일열)
(최일열택지조성공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99-13번지 499-1~4, -7~11, 
-13~15, 산72-8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나라중량
(벤딩기4대1차커팅Auto
라인)

경기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310-7 (포레시아 장안공장)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남영전설㈜
(장안리1889임시동력공사
(30Kw))

경기 화성시 장안면 온수골1길 
100-2 (장안리 1889)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디자인토브
(박군치킨인테리어공사)

경기 김포시 유현로 215 1층 
(풍무동, 오렌지프라자)

1 1 10000.0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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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명일공업
(오비맥주남양주1공장그늘
천막설치공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361-1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바이오시스템이엔지주식회사 
(원청)
세진특수중량(하청)
(설비반입작업)

경기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409번길 50 쎌바이오텍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박헌민개인도급공사
(우사지붕개폐레일교체공사)

경기 안성시 삼죽면 계곡길 27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신안정보통신
(용문산(중)송신철탑보강
공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용문면 용문산(중)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유이티엔지니어링
(군포환경관리소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촉매
제작구매및설치)

경기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산본동)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정상아시바(하청)
(토사반출공사(하패리산98))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산 
98번지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지안
(조립식판넬창고신축공사)

경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686-1번지

1 1 10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성현종합건설
(매산로2가26-48생활형
숙박시설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6-48

2 1 5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갑을
(2018~2019년고양전력
지사가공송전정비협력회사
총액공사)

경기 파주시 금촌동 및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일원

2 1 5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최준일)
(조봉균외1인(2018-성건-신
허-61)다가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71-10번지

2 1 5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원청)
(주)리원승강기(하청)
(이훈희증축,리모델링공사
(팽성안정리112-1,2019-증
축신고-43))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64번길 55 

2 1 5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기산건설중기
(주미목장넥산공사)

경기 이천시 호법면 
대덕산로149번길 37 

3 1 3333.33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하피스(원청)
에스지월드주식회사(하청)
(김포알이알인스트1호태양
광발전소설치공사)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64 4 1 25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유한)동성엔지니어링
((주)프리텍시흥매화센터
신축기계소방공사)

경기 시흥시 도창동 산 35-6 
(시흥매화일반 산업단지 B1블럭)

4 1 25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새빛전력
(지방도360호선(어하터널)터
널등기구정비사업)

경기 포천시 소흘읍 거친봉이길 
15-5 어하터널

4 1 2500.0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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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대명종합건설
(수원시권선구세류동1090-16
외2필지다세대주택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28번길 7-19 (세류동)

5 1 2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시온건설㈜
(매산로3가127-12,14철거공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7.12,14

5 1 2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이레츠종합건설 
주식회사(원청)
대주건설 주식회사(하청)
(대장동54-1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56-30 (대장동)

5 1 2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아이비종합건설
((주)신성푸드근린시설신축공사)

경기 파주시 송학2길 25-3 
(야당동)

6 1 1666.67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리치건영(원청)
정문이엔씨(주)(하청)
(당목지구3부지근린생활
시설신축공사)

경기 안성시 죽산면 478-13 6 1 1666.67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현진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연조가설산업(하청)
(유방동303-1공동주택((주)
현진종합건설)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03-1

9 1 1111.11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건양전기신호
(2018~2019년군포전력
지사변전협력회사총액공사)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외 9 1 1111.11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강산종합건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신축공사)

경기 하남시 초이동 
하남미사2단계(공업)지원시설 
지원 3블럭 1로트

10 1 1000.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석미건설㈜(원청)
유성토목주식회사(하청)
(느락천(소하천)정비사업)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223-8 일원

11 1 909.09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성호종합건설주식회사
(식사동662-7근생증축공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39 (식사동)

12 1 833.33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북일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국원건설(원청)
이에스개발주식회사(하청)
(의정부-소흘도로건설공사)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하송우리

12 1 833.33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미주종합건설㈜(원청)
대성플랜트(하청)
(한결유통창고증축공사)

경기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261-2

16 1 625.00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여명
(하나원직업체험관건립사업
시설공사(건축))

경기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일반 
520-8외 7필지

18 1 555.56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대창기업㈜(원청)
(주)신성건설(하청)
(파주시어유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581-1번지 일원

19 1 526.32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탑로프공사(하청)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파
트내외벽균열보수및재도장
공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26 
(신봉동, 신봉마을엘지자이 
1차아파트)

26 1 384.62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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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아리온건설㈜(원청)
석경건설㈜(하청)
(이천시마장지구근린생활
시설신축공사)

경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이천마장택지개발지구 
상5블럭2로트

31 1 322.58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경기종합건설㈜
(김량장동근생업무교육연구
시설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26,254-130,254-133

36 1 277.78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수영로지콘
(설성면대죽리585-10위험물
저장및처리시설(주식회사엘포유))

경기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585-10

36 1 277.78 4.86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한창종합건설
(서천지구더블스카이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09번지

38 1 263.16 4.86 

경기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100~299인 평택국제자동차부두㈜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153 1 65.36 0.78 

경기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하우젠무빙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33번길 2(태평동, 1층, 2층)

2 1 5000.00 2.18 

경기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유진중량

경기 광명시 광복로37번길 14 
201호 (광명동, 금산골든빌)

1 1 10000.00 2.18 

경기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이티피코리아-
평택

경기 평택시 오성면 오성서로 
172 (오성면)

6 1 1666.67 2.18 

경기 통신업 50인미만 (주)하이큐넷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140 801호 
KT퇴계원지점(교문동)

25 1 400.00 3.11 

경기 농업 50인미만
송화조경
(백사면나무식재작업)

경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474번길 112 

3 1 3333.33 2.49 

경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미도아파트 1, 2동 관리소
(자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475번길 14-17 미도APT 2 
410 (성사동)

1 1 10000.00 2.44 

경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영흥산업환경
(성남중1구역주택재개발사
업(2공구)건설폐기물(파쇄)
위탁처리용)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04번길 31-2 
(중앙동2979)

2 1 5000.00 2.44 

경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아주산업㈜ 수원공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89 (상하동) 아주산업 수원공장

4 1 2500.00 2.44 

경기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한국주택시설관리㈜
(효자촌동아APT관리사무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7 
효자촌동아아파트관리소 (서현동)

17 1 588.24 2.44 

경기 교육서비스업 50인미만
송탄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목천로 72-17 
(신장동)

10 1 1000.00 0.26 

경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사랑농원화성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만세길 5 1 1 10000.00 0.63 

경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삼일합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38 가동 (성석동)

2 1 5000.00 0.63 

경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주)나우세라믹용인사업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36번길 31 (보라동, 
일양식품공업)

4 1 2500.00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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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기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미래공조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 3 

9 1 1111.11 0.63 

경기
국가및지방자
치단체의사업

50인미만 탄현중학교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77번지

11 1 909.09 0.76 

경기 사업서비스업 100~299인 에이원서비스(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4번길 22 7층 (안양동)

144 1 69.44 0.68 

충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대화개발
(舊)(주)역동개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4-15번지

22 1 454.55 32.96 

충북
섬유및섬유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 리디아

충북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검승4길 39 ((주)리디아)

19 1 526.32 1.58 

충북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설성산업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길 
103-26 

9 1 1111.11 2.04 

충북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제일화학공업(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길 65 14 1 714.29 2.35 

충북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100~299인 아세아시멘트(주)제천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산로 14 
(아세아시멘트)

290 1 34.48 2.73 

충북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진성레미컨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주덕읍 솔고개로 
456 

11 1 909.09 6.83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진성산업(주)
(舊)우진개발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초금로 
757-23 (금왕읍)

2 1 5000.00 2.88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엠에스티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94번지 6호

16 1 625.00 2.88 

충북
전기･가스･증기

및수도사업
50인미만

우진에너지이호주식회사 
보은사업장

충북 보은군 장안면 
우진플라임로 100 (장안면)

1 1 10000.00 2.85 

충북 건설업 100~299인

이화공영㈜(원청)
건설철강주식회사(하청)
(WOORIWAKITCHENPROJE
CT신축공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8-3번지 금왕테크노밸리 8-3, 4, 
5블록

160 1 62.50 2.34 

충북 건설업 50인~99인
이문건설주식회사
(증평에듀팜특구관광단지
조성공사(도로포함))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16번지 일원

52 1 192.31 3.67 

충북 건설업 50인~99인

한신공영㈜(원청)
(주)정인이엔씨(하청)
(충주댐계통공업용수도사업
및추가사업제4공구시설공사)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석인리 일원

65 1 153.85 3.67 

충북 건설업 50인~99인
(주)일레븐건설
(일레븐컨트리클럽조성공사)

충북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 
43-1번지일원

78 1 128.21 3.67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박성순)
(***주택신축공사(세교리산9
-41))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산 9-41번지

1 1 10000.00 4.86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주)호길
(디엔씨메탈원반형저수조
시설공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692번길 176-1 
(주)디엔씨메탈

1 1 10000.0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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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성풍건설
(금성면포전리물탱크옆소
교량및농로포장공사)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포1길 1 1 1 10000.00 4.86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권순창(금왕읍내곡리102번
지외1필지단독주택신축공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곡리 
102번지 외 1필지

1 1 10000.00 4.86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대양토건㈜(원청)
(주)효민건설(하청)
((주)리젠산업개발청주공장
신축공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69 34 1 294.12 4.86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삼표피앤씨주식회사(원청)
선진에코텍주식회사청주
지점(하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남이길 316 삼표피앤씨

48 1 208.33 4.86 

충북 임업 50인미만
대한임업-봉양읍옥전리산81
-1벌목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 
81-1번지

4 1 2500.00 4.21 

충북 임업 50인미만
청림임업-두학동산55-2 
두학동벌목

충북 제천시 두학동 산 55-2번지 4 1 2500.00 4.21 

충북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티에스케이워터(원청)
청수기술환경주식회사(원청)
(청원사업소(오창공공폐수
처리시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2로 95

28 1 357.14 2.44 

충남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강만수산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1022-14 

2 1 5000.00 1.39 

충남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100~299인 풍농비료 장항공장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09 
((주)풍농)

151 1 66.23 0.83 

충남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100~299인 주식회사케이디에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110-3 

166 1 60.24 0.83 

충남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에스아이티-병천공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525 (병천면, 
(주)에스아이티)

6 1 1666.67 2.35 

충남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주)동원레미콘세종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세종로256 

6 1 1666.67 6.83 

충남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한텔상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1길 
70 (한국하니소(주))

29 1 344.83 6.83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99인
한솔제지㈜ 장항공장(원청)
한솔이엠이(주)(하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49 
(한솔제지(장항공장))

60 1 166.67 1.18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대성정공 충남 아산시 음봉면 관용로 276 5 1 2000.00 2.88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에이엘베스트
충남 당진시 송악읍 순성로 
777-47 (에이엘베스트)

8 1 1250.00 2.88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지명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공단길 
37-14 (주)지명

10 1 1000.00 2.88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청성하이텍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281 

11 1 909.0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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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남선철강공업주식회사
충남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618 
(당진포리 120-23번지)

30 1 333.33 2.88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해성기공㈜(원청)
주식회사진주기공(하청)

충남 천안시동남구 동면 
화복로521 

38 1 263.16 2.88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알루코아산FA사업본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152 

47 1 212.77 2.88 

충남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99인 (주)엔아이스틸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53 
(순성면)

60 1 166.67 3.23 

충남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인성리싸이클링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55-5 (음봉면)

4 1 2500.00 1.77 

충남 건설업 100~299인
(주)현대피에프(원청)
유한회사원진세이프(하청)
(D2PJT_Plant공사)

충남 공주시 공단길 34-12 
(검상동)

123 1 81.30 2.34 

충남 건설업 100~299인

중흥건설㈜(원청)
주식회사신진건설산업(하청)
(당진대덕수청지구A-4
블럭중흥S클래스공동주택
신축공사)

충남 당진시 대덕동 1879 174 1 57.47 2.34 

충남 건설업 100~299인

(주)한라(원청)
반석건설주식회사(하청)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제3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당진시 우강면 일원

190 1 52.63 2.34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이상순우사개량공사
충남 홍성군 구항면 
구항길193번길 82-104 

1 1 10000.00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거성철거일괄
(두정동68-13건축물철거)

충남 천안시 서북구 1공단4길 25 
(두정동)

1 1 10000.00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대신종합건설㈜
(판넬칸막이설치및기계기초
공사)

충남 당진시 신평면 하초들길 43 
일원

1 1 10000.00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현대제철주식회사
(원료공장B.C풀리래깅/교체
연간단가)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현대제철당진공장

1 1 10000.00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디자인테크
(남산리단독주택신축공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412-11번지

2 1 5000.00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신성개발주식회사
(금강건설식생블럭쌓기및
포장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1길 12-65 지내

2 1 5000.00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대산공영㈜
(백석벽산블루밍1차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78-12 
(백석동, 백석벽산블루밍1차 
아파트)

3 1 3333.33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합덕기독교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직영신축공사
(합덕읍운산리)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670번지

3 1 3333.3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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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건설업 50인미만

합자회사 
흥화종합건설(원청)
천호건설주식회사(하청)
(안서신배수지송수시설공사
2단계(토목,기계)중토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29번지

5 1 2000.00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조영민변근희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66-1신축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시장1길 11 

6 1 1666.67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신일건설산업㈜
(상월지구농어촌생활용수
개발확충사업)

충남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49 일원

7 1 1428.57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동양건기(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대로 100 

9 1 1111.11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서오종합건설㈜(원청)
대동건설(하청)
(엔브이시스수신공장신축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200-29

11 1 909.09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원청)
범영건설(주)(하청)
(성성동674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철근콘크리트공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674번지

12 1 833.33 4.86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대광종합건설㈜(원청)
성종건설㈜(원청)
㈜디에이건설(원청)
생고뱅코리아홀딩스㈜
(舊)한국유리공업㈜(하청)
(가칭정산기숙형중학교신축
공사)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55-10외 33필지

41 1 243.90 4.86 

충남 임업 50인미만
임산임업
(입목벌채인지면풍전리산7-11)

충남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산 
7-11번지

4 1 2500.00 4.21 

충남 기타의각종사업 100~299인
신안산업개발㈜(원청)
수성철강,환경(하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208-0 (성거읍)

122 1 81.97 0.87

경북
섬유및섬유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주)쏠텍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관로 
337-85 

2 1 5000.00 1.58 

경북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정민상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칠곡대로 88 9 1 1111.11 2.04 

경북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새빗켐(원청)
켐텍스(하청)

경북 김천시 공단1길 11-54 
(대광동)

3 1 3333.33 2.35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99인 (주)동양이앤씨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130번길 177 BL 
((주)동양E&C)

57 1 175.44 1.1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삼표피앤씨 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코리아로지텍(하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83 (삼표이엔씨 
포항공장)

1 1 10000.00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남경이앤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259 2 1 5000.00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동해소재주식회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04-4

13 1 2500.0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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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용성
경북 포항시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418번길9 (1층)

6 1 1666.67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스틸드림 경북 영천시 한방로 222 (작산동) 9 1 1111.11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지엔비모터스주식회사
경북 영천시 영천아이시로 109 
(본촌동)

9 1 1111.11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원청)
동원기업(하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130번길 21 

11 1 909.09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신일철강
경북 경주시 공단로69번길 50 
(황성동)

11 1 909.09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현대서비스가산종합정비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276 15 1 666.67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대진테크㈜
경북 경주시 외동읍 영지로 
280-37 (대진테크㈜)

20 1 500.00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쌍마산업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로 245 
(하양읍)

22 1 454.55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스엠씨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39 

31 1 322.58 2.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베스트엔지니어링
경북 김천시 어모면(어모면) 
구례리 81번지

32 1 312.50 2.88 

경북 건설업 50인~99인

세환건설㈜(원청)
(주)태영설비(하청)
(경북도청이전신도시복합
시설신축공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30,1431번지

61 1 163.93 3.67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효성티엔씨(주)(원청)
(주)대진플랜트(하청)
(중합FilterCleaning작업)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108 
(시미동)

1 1 10000.00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원재건설
(공장철거공사)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로 12 
(오태동)

1 1 10000.00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오남건설(원청)
㈜우진플랜트(하청)
(주식회사가을애공장신축공사)

경북 칠곡군 왜관읍 516-10 1 1 10000.00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해성유료직업소개소
(경도메탈(주)성주지점지붕
보수공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215-28 (태웅상사(주))

1 1 10000.00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용건축
(대욱홀딩스지붕공사)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 
62-1 

1 1 10000.00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이석영비닐하우스공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714번지

1 1 10000.0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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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일광건설
(대망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경북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일원 2 1 5000.00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대건
(영양상청지구위험도로사면
정비공사)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로 1626 2 1 5000.00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진화건설(하청)
(2018~2019년군위지사
시설물연간유지보수공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291 한국도로공사군위지사

3 1 3333.33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울타리종합건설주식회사
(산합리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안동도시개발공사 
도청이전신도시 특상3-2번지

11 1 909.09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율광건설주식회사(원청)
(주)태평양기술산업(하청)
(형산강강동지구하천환경
정비사업)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호명리 일원

11 1 909.09 4.8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유창산업㈜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
효현)상수관로이설공사
(충효배)

경북 경주시 알마을길 22-101 
(충효동)

12 1 833.33 4.86 

경북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세아자원

경북 경주시 유림로33번길 33 
(황성동)

1 1 10000.00 2.18 

경북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금강물류(주)남구미

경북 구미시 오태길 230 (오태동) 
금강물류(주)

5 1 2000.00 2.18 

경북 임업 50인미만
국유림제3영림단
(2019년숲가꾸기사업
(기번25))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10번길 19 (가든) 
다동105호

1 1 10000.00 4.21 

경북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현대종합특수강(원청)
새아름환경(하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51 
(괴동동)

4 1 2500.00 2.44 

경북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세영
경북 경주시 강동면 새마을로 
929 (강동면)

12 1 833.33 2.44 

경북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신화무역

경북 경산시 남천면 모골길 76-5 
(남천면)

2 1 5000.00 0.63 

경북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부강철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395 
(외동읍)

3 1 3333.33 0.63 

경북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가은유통

경북 문경시 점촌동 (점촌동) 
198-2번지

6 1 1666.67 0.63 

경남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농업회사법인호신농산(주)
경남 창녕군 계성면 새못길 12 
(계성면)

4 1 2500.00 1.39 

경남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동천수가야산샘물 
가야산공장 

경남 합천군 묘산면 영서로 
1724-12 

18 1 555.56 1.39 

경남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50인미만 한성산업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685번길 177 

10 1 1000.00 2.35 

경남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99인 하이트진로산업(주)진주공장 경남 진주시 도동로 58 (상평동) 82 1 121.95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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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100~299인 대익이엔지(주)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242 
(의령읍)

113 1 88.50 1.34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99인
(주)젬텍(원청)
동진테크(하청)

경남 함안군 칠서면(칠서면) 
대치리 283-7번지

53 1 188.68 1.1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99인 주식회사신풍산기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 304 60 1 166.67 1.1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하나이엔지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679 15 1 666.67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영해엔지니어링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515번길 203-63 
(영해엔지니어링)

22 1 454.55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남성산업개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14 
(내서읍,동신아파트)102동902호

1 1 10000.00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아이렉스함안공장
지점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길77-2 5 1 2000.00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보성산업
경남 양산시 강서동 (유산동) 
394번지 24호

6 1 1666.67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거창종합정비
경남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268 외2필지 (거창대광)

6 1 1666.67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대원기계공업(원청)
유연엔지니어링(하청)

경남 함안군 칠원읍 갈티길 60 
(대원기계공업(주))

6 1 1666.67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고려제강주식회사유산공장
(원청)
희성실업(하청)

경남 양산시 어실로 1 (유산동) 7 1 1428.57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창원테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6길 50 ((주)세계산업)

11 1 909.09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대야엠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14번지 BL

12 1 833.33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정우산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82 (정우산업)

13 1 769.23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에이엔티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25 (진례면)

28 1 357.14 2.88 

경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화성금속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43번길 13 (남양동)

39 1 256.41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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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100~299인

주식회사오리엔탈마린텍
(원청)
㈜지원(하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164 
(명동)

178 1 56.18 1.14 

경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광신기계산업주식회사(원청)
상원기업(하청)

경남 거제시 하청면 천마산길 55 
(광신기계공장)

32 1 312.50 6.47 

경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주)건화(원청)
(주)정림(하청)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841-54 (주)건화 내

49 1 204.08 6.47 

경남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미만 광운상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로 50-1 (광운상사)

18 1 555.56 1.77 

경남 건설업 100~299인

두산중공업㈜(원청)
삼호개발㈜(하청)
(고속국도제14호선창녕~
밀양간건설공사(제1공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장마로 
701 

173 1 57.80 2.34 

경남 건설업 100~299인
중흥토건㈜
(진주혁신도시C-4블럭
주상복합신축공사)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295번지 198 1 50.51 2.34 

경남 건설업 100~299인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원청)
(주)두경산업개발(하청)
(창원1공장선진화PJT의통합
생산동건설사전준비공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70 (가음정동)

236 1 42.37 2.34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MH종합건설㈜
(용남중샌드위치판넬제거및
기타실증축공사)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4 
용남중학교

3 1 3333.33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한국경량공사
(신광화학공업(주)킬른동
판넬교체공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신곡2길 31 
신광화학공업(주)

1 1 10000.00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지담건설
(진영좌곤리368-4번지일원
하수관로정비공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368-4

1 1 10000.00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모든건축설비
(성화산업(주)1공장용접반
환기팬교체작업외1건)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602번길 28 

1 1 10000.00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자굴산조경㈜
(생활주변위험수목제거사업
(유학사등))

경남 의령군 부림면 지내 1 1 10000.00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양화건설
(대항1리배수로정비공사
(재배정))

경남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일원 2 1 5000.00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태극기초건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석3길 6 2 1 5000.00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삼영토건㈜
(만날재공영주차장조성공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7-1번지

2 1 5000.00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정현건설
(옥상방수(아스팔트싱글)공사)

경남 김해시 가락로294번길 17-1 
(구산동, 김해구산5주공아파트)

3 1 3333.33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태영개발공사
(효성의집노유자시설신축
공사)

경남 양산시 덕계동 1195-1번지 6 1 1666.67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김정수(삼문동497-9번지외1
필지)다가구주택신축공사

경남 밀양시 삼문3길 13-2 
(삼문동, 외 1필지)

9 1 1111.11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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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부광종합건설(원청)
(주)시티건설(원청)
(주)서일건설(하청)
(대동안막3구마을도시침수
예방사업)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13-4 일원

20 1 500.00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동일씨엔에스
(2018년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동진축산개축공사)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4번길 
42-18 동진축산

24 1 416.67 4.86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금신개발㈜(하청)
(남포항건설공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1번지 
남포항 일원

34 1 294.12 4.86 

경남 임업 50인미만
대원목재
(노형숙시행(정남석산림경
영계획)-지곡면남효리산29)

경남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 산 
29번지

4 1 2500.00 4.21 

경남 임업 50인미만 (주)거제산림
경남 거제시 옥포로 250 비-17호 
(옥포동, 옥현상가)

15 1 666.67 4.21 

경남 농업 50인미만 영농조합법인황금농원
경남 창녕군 이방면 석리 
146-2번지

16 1 625.00 2.49 

경남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동남환경
경남 양산시 양주3길 7-12 
(중부동) 1층

11 1 909.09 2.44 

경남
도･소매및소비자

용품수리업
50인미만 성빈스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50번길6-12 (팔용동)

1 1 10000.00 0.63 

전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유한회사다율산업 전북 정읍시 옹동면 상산로 512 10 1 1000.00 32.96 

전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혁신개발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내척길 
428-108

24 1 416.67 32.96 

전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유)동광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284 
(동광산업)

25 1 400.00 32.96 

전북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주)송광산업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81-164 

25 1 400.00 32.96 

전북 식료품제조업 300~499인 (주)하림 정읍공장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2길 95 390 1 25.64 1.99 

전북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한미오앤에프(주)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농단길 
32-17 고부농공단지 8블럭

5 1 2000.00 1.39 

전북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인미만 남부안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읍) 
모산리 872

5 1 2000.00 2.35 

전북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현대씨엠
전북 익산시 왕궁면 평장길 32 B 
(현대세라믹)

33 1 303.03 6.83 

전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100~299인 (주)KHE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3길 19 
(오식도동)

168 1 59.52 1.34 

전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100~299인 (주)에이에스에이전주공장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45 

220 1 45.45 1.34 

전북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미만 (유)삼오가설
전북 김제시 용지면 황토로 221, 
사무소

6 1 1666.6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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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전북 건설업 100~299인

라온건설(주)(원청)
(주)대신(하청)
(전북부안RAONPrivate
신축공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169외 62필지

237 1 42.19 2.34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서울전기
(ASS교체공사)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신기길 
6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

1 1 10000.00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금풍건설
(순정축협생축장지붕교체)

전북 순창군 인계면 세심로 
265-66 

1 1 10000.00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알루인테크(원청)
주식회사하이베라(하청)
(소둔로보완공사)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5길 99 1 1 10000.00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황정열축사지붕보수공사
전북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284-22 

2 1 5000.00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유한)일신건설
(신태인초담장설치및
기타공사)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1길 
54-3 

4 1 2500.00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화성이엔씨
(舊)㈜유엔아이
(19-공-노후 안테나철탑 
교체공사(4028)_군산)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78-3

5 1 2000.00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태양에너지주식회사(원청)
대영산업(하청)
(금싸락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전북 김제시 죽산면 복죽로 
41-16 종신리 660-1

9 1 1111.11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대신종합건설(주)(원청)
(주)에스원산업개발(하청)
(대신파크주상복합상가신축
공사)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24(오식도동 1020)

26 1 384.62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우성바이오플랜트
(첨단유리온실신축공사(이음))

전북 정읍시 북면 화해리 
557-3,4,5 

31 1 322.58 4.86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대원종합건설주식회사(원청)
(주)더에치건설(하청)
(전북전주시완산구효천지구
B3블럭3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효천지구 B3블럭 3로트 
(삼천동2가)

39 1 256.41 4.86 

전북 임업 50인미만
완주군동상면수만리산81,82 
벌목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 
81번지 ,82번지

3 1 3333.33 4.21 

전북 농업 50인미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두지팜
(두지팜(비육장)-남원인월)

전북 남원시 인월면 지산길 105 2 1 5000.00 2.49 

전북 기타의각종사업 300~499인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336 1 29.76 0.35 

전북 기타의각종사업 50인미만 (재)전주공원묘원
전북 진안군 부귀면 모래재로 
571  (모래공원)

3 1 3333.33 1.61 

전북
전문기술
서비스업

50인미만

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진안신송지구시굴조사)

전북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산 
12-1번지

4 1 2500.00 0.35 

전남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유한회사엘림

전남 진도군 군내면 서부해안로 
2109-38 

3 1 3333.33 32.96 

전남
유리･도자기･
시멘트제조업

50인미만 이레콘텍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로 
149-11 

8 1 1250.00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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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전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덕산석재(유)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33-20 농공단지４지구 (창고)

1 1 10000.00 2.88 

전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대양철강(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348 

4 1 2500.00 2.88 

전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포스코(원청)
(주)태영이엔지(하청)

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529 
105-2

21 1 476.19 2.88 

전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및
금속제품제조업

50인미만 삼호콘크리트(주)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63 26 1 384.62 2.88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비에스디(유한)(원청)
유한회사중흥(하청)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읍) 
나불리 339-13

7 1 1428.57 6.47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주)유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22 
(삼호읍, 유일)

10 1 1000.00 6.47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여수해양(원청)
대인훼리주식회사(원청)
Ts산업(하청)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추길 64 14 1 714.29 6.47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삼우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진명산업(하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11 204호

25 1 400.00 6.47 

전남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디에이취엠씨영암지점
(원청)
(유)우진산업(하청)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190 27 1 370.37 6.47 

전남 건설업 100~299인

유에스아이건설㈜(원청)
성광제경&스카이(하청)
(여수안심산유원지루지테마
파크조성사업중신축및리모델)

전남 여수시 소라면 안심산길 
155 안심산 유원지

101 1 99.01 2.34 

전남 건설업 100~299인

(주)포스코건설(원청)
금농토건주식회사(원청)
(광양5코크스구조물안정화
3차공사)

전남 광양시 제철로 2148-97 
(금호동)

247 1 40.49 2.34 

전남 건설업 50인~99인
열린공간주식회사(원청)
태봉건업(하청)
(순천견본주택신축공사)

전남 순천시 조례동 986-1번지 
외 4필지

54 1 185.19 3.67 

전남 건설업 50인~99인

신화종합건설(주)(원청)
주식회사한림기초건설(하청)
(무안읍신화휴리브아파트
신축공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1027-14 
번지 일원

59 1 169.49 3.67 

전남 건설업 50인~99인
태안건설주식회사
(애니팜영농조합법인돈사
건축공사)

전남 영광군 불갑면 안맹리 
산53번지외 1필지

74 1 135.14 3.67 

전남 건설업 50인~99인
(주)토담건설(원청)
주식회사리도건설(하청)
(휴로스센트럴신축공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04-1 78 1 128.21 3.67 

전남 건설업 50인~99인

(주)한양(원청)
원실업(하청)
(광양항묘도준설토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전남 여수시 묘도9길 128-42 
(묘도동)

82 1 121.95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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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해피건축건설
(영광군급식센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180-9 

1 1 10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현아건설
(최동열단독주택신축공사)

전남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410-9번지

1 1 10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금안건설㈜
(안석심신축공사)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일반대지 0124-0008

1 1 10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축산업), 유인오
(축사철거공사(현산면조산
리87번지))

전남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87번지

1 1 10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서성건설
(전남여수시선원동풋갈경기장
판넬/창호공사(실내풋살장))

전남 여수시 선원동 383번지 1 1 10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강남축산천막
(태양농장축사철거)

전남 순천시 황전면 죽청리 
314-4번지 태양농장

1 1 10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동광토건
(강산지구강산제이설도로
포장사업)

전남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일원 2 1 5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새하늘종합건설㈜(원청)
유한회사선광기초건설(하청)
(광양베니스호텔신축공사중
토목공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1길 128 5 1 2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이원스페이스(원청)
(주)에이맥스(하청)
(우슬체육공원개보수(테니
스장)막구조물구매설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우슬경기장

8 1 125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봄건설
(대월ENG구조물설치공사)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 69 
(대양동)

8 1 125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농협네트웍스(원청)
(주)씨에스글로벌(하청)
(고흥축산농협하나로마트및
복합시설신축공사(철근콘크
리트공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04 9 1 1111.11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에스제이씨주식회사
(도원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95 외 
70필지 일원

10 1 1000.00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이일산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보완공사)

전남 장흥군 장동면 흥성로 1720 
(배산리 344-1번지 외 1필지)

18 1 555.56 4.86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주)그린이엔씨(원청)
두루산업(하청)
(효성전기태양광발전소건립
공사 800kw급)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삼동로 415 
효성전기

37 1 270.27 4.86 

전남
창고및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99인

에스엠상선광양터미널 
주식회사(원청)
광양컨부두공용관리(주)(하청)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240 
(황길동)

88 1 113.64 0.98 

전남 어업 50인미만 개인건설업자 김혁
전남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266-143 

4 1 2500.00 9.76 

전남 농업  50인미만 김인호(개인과수원) 전남 순천시 병운길 15 1 1 10000.00 2.49 

전남 기타의각종사업 50인미만 (유한)청호엘리베이터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273번길 
11-1 (상동)

9 1 1111.1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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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
사망자수가 많은 순, ⑤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18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140개소)

('19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서울 건설업 300~499인

우성건영㈜(원청)
연승이엔씨㈜(하청)
(서울마곡지구센테니아빌딩
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C6블럭3로트

359 1 27.86 1.24

서울 건설업 100~299인

(주)대명21(원청)
명성중기(하청)
(선유도투웨니퍼스트밸리
신축공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43번지 일원

118 1 84.75 2.25

서울 건설업 100~299인

백상건설주식회사(원청)
(주)이파스(하청)
(FITI시험연구원마곡신사옥
신축공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4 
(마곡동) 727-56일대

126 1 79.37 2.25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쥐진흥이엔지(하청)
(강서등촌동영화관복합상업
시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5길 61 
(등촌동)

79 1 126.58 2.56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전남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진 전남 여수시 대교로 2-1 (봉산동) 2 1 5000.00 0.63 

제주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주)화송산업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55-13 

13 1 769.23 1.39 

제주 건설업 50인미만
케이피에스㈜
(제주파력시험장해저케이
블사)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27 28 1 357.14 4.86 

제주 기타의각종사업 50인미만 한샘워터피아
제주 제주시 과원북4길 15 
(노형동)

4 1 2500.00 1.61 

제주 교육서비스업 50인미만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제주청소년수련원)

6 1 1666.67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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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서울 건설업 50인~99인

쌍용건설㈜(원청)
(주)퍼스트초이스(하청)
(차병원의료관광호텔신축공
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5번지외 
2필지

80 1 125.00 2.56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위험물종합기술공사위앤
아이(원청)
성심에프알피산업(하청)
(SK청명주유소탱크코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로 205 
(역삼동, 강남제일주유소)

1 1 10000.00 4.6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주 신호현
(화곡동353-43뷰티쉐르빌하
자보수공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다길 
16-6 (화곡동, 뷰티쉐르빌353)

1 1 10000.00 4.6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민산건설중기
(묵동248-38외1필지철거공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50길 6 
(묵동)

1 1 10000.00 4.6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로뎀산업개발(원청)
주식회사신우유비코스(하청)
도덕기공(하청)
(심곡동158-3신축공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301호 (문래동6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7 1 1428.57 4.6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해마루21건설
(장위동238-37외5필지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37 18 1 555.56 4.68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주)경복종합건설
(중곡동341-3근생,
오피스텔및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1-3번지 21 1 476.19 4.68

서울
건물등의종합

관리사업
50인미만

아이비산업개발㈜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2길 15 
(가산동, 비즈트위트 바이올렛 
5차)

11 1 909.09 2.11

서울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50인미만 일신미광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2나길 
58 301호 (북가좌동)

1 1 10000.00 4.74

서울
도･소매및소비자

용품수리업
50인미만 (주)아이샤통상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01길 74 
(성내동, 훼미리빌라) 101호

4 1 2500.00 0.77

부산
선박건조및

수리업
50인미만

선보유니텍㈜(원청)
(주)호연이엔지(하청)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61 (구평동)

4 1 2500.00 2.65

부산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모터사이클

수리업

50인미만 （주）대성티엠씨
부산 강서구  호계로103번길 
35-1 (죽동동)

19 1 526.32 0.97

부산 건설업 500~999인

(주)포스코건설(원청)
(주)두인에스앤디(하청)
(부산명지지구복합2블럭
개발사업신축)

부산 강서구 명지동 
2159번지(3BL)

673 1 14.86 1.07

부산 건설업 300~499인

SK건설㈜(원청)
삼지건설㈜(하청)
(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
투자시설사업2공구)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148-8 399 1 25.06 1.24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경진이앤지
(우영수산(주)소방시설보수공
사)

부산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 
45 (장림동)

1 1 10000.00 4.6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르노삼성자동차㈜(원청)
영엔지니어링(하청)
(스탬핑공장#23200톤
프레스cd-link교환작업)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신호동)

1 1 10000.0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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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원청)
비엘티중앙엘리베이터주식
회사(하청)
(장백장미타워아파트승강기
교체공사)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대연동, 장백장미타워)

4 1 2500.00 4.6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광덕종합건설㈜(원청)
(주)국정토건(하청)
(괘법동업무시설(오피스텔
(주거형))신축공사)

부산 사상구 사상로224번길 
1-12 (괘법동)

10 1 1000.00 4.6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지원건설주식회사(원청)
더산건설(합)(하청)
(대흥지구배수개선사업토목
공사)

부산 강서구 죽동동 죽동동 
일원

12 1 833.33 4.68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아이앤케이신항만㈜
(부산신항BNCT73Kg크레인
레일전체보수공사)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586 
(성북동)

15 1 666.67 4.68

부산
운수관련
서비스업

50인미만 (주)미진해운
부산 영도구 대평남로 39-1 
(대평동2가)

1 1 10000.00 1.4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동아정밀산업(원청)
주식회사한텍(원청)
((주)키토랑랜드링지붕보강
공사외)

대구 서구 와룡로73길 50 
(중리동)

1 1 10000.00 4.6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형우자원
(구.성우섬유공장철거공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4길 38 (외 1필지 
(본리리103-16)

2 1 5000.00 4.6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개인공사(송인철)
(사복동다가구주택및근린
시설신축공사)

대구 동구 사복동 844-4번지 4 1 2500.00 4.6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국제지오컨설팅(원청)
청호(하청)
(00지역통신소심정설치공사)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원 4 1 2500.00 4.6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홍성건설(원청)
(주)우득산업개발(하청)
(율곡스퀘어탕정신축공사중
데크플레이트공사)

대구 달서구 성서로 229 311호 
(갈산동, 성서지식산업센터)

5 1 2000.00 4.6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주)성우아이디건설(원청) 
주식회사한길건설산업(하청)
((주)이신근린생활시설신축공
사)

대구 수성구 천을로 39-5 
(시지동, 수성의료지구H3-2-0)

10 1 1000.00 4.68

대구 건설업 50인미만
㈜원중공업(하청)
(남구대명동1648-3외1필지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69-1 
(대명동)

11 1 909.09 4.68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대협종합건설㈜
(울산시신천효성해링턴플레
이스공동주택신축공사도시)

울산 북구 신천동 88번지 19 1 526.32 4.68

인천 도금업 50인미만 태경전자
인천 서구 가정로47번길 4 C동 
101호 201호 301호 (가좌동)

6 1 1666.67 2.08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
(구)어반종합건설
(인천시부평구부평동494-5
번지주상복합신축공사)

인천 부평구 부일로19번길 7 
(부평동)

13 3 2307.69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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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인천 건설업 50인미만

영광종합건설㈜(원청)
㈜도형(하청)
(옥련중다목적강당및급식소
증축공사)

인천 연수구 청량로 222 
(옥련동)옥련중학교

17 1 588.24 4.68

광주 건설업 300~499인
현대엔지니어링㈜(원청)
(주)대전항타(하청)
(광주연제동공동주택신축공사)

광주 북구 연제외촌길 118 
(연제동)

493 1 20.28 1.24

광주 건설업 100~299인

동아건설산업㈜(원청)
에스엠건설㈜(하청)
(도산2차우방아이유쉘
아파트신축공사)

광주 광산구 평동로1098번길 
83-11 (도산동)

271 1 36.90 2.25

광주
기타의 

각종사업 
50인~99인

(주)기현테크(원청)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원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창업보육동  
F107 (대촌동)

88 1 113.64 0.65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진명산업
(대전시동구원동62-4번지철
거공사)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28 
(원동)

10 1 1000.00 4.68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합)건우전력
(2017년대전충남지역본부직
할고압C공사)

대전 대덕구 비래골길 47-13 
(송촌동)

11 1 909.09 4.68

대전 건설업 50인미만
삼정건설㈜
(2018년대전충남본부관내구
조물성능향상공사)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55 
관내

43 1 232.56 4.68

울산 금속제련업 50인미만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원청)
동해산업(하청)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18 1 555.55 13.09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정윤영)
(린노알미늄식당공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로 201 

2 1 5000.00 4.68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중앙기획
(알레르망울산중구점
인테리어공사)

울산 중구 번영로 504 (반구동) 
1층 알레르망

3 1 3333.33 4.68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홍해기술㈜(원청)
주식회사대산이엔지산업
건설(하청)
(PTAPlant철거공사)

울산 남구 처용로 718 (황성동) 27 1 370.37 4.68

울산 건설업 50인미만

에쓰－오일(S－OIL)㈜(원청)
(주)대신기공(하청)
(에쓰-오일(주)울산공장
2018년9월T&I장치정비
PKG-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울산울주군온산읍강양1길10
에스오일

37 1 270.27 4.68

울산
도소매및소비자

용품수리업
50인미만 토성자원 울산 북구 고헌로  177 2 1 5000.00 0.77

강원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신동기계산업㈜
강원 동해시 공단7로 91 
(구호동)

12 1 833.33 2.75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태우조경
(한전배전선로지장가로
수수형조절사업(4구역))

강원 춘천시 서면 춘천시 일원 5 1 2000.00 4.68

강원 건설업 50인미만

고려종합건설㈜(원청)
㈜삼왕이앤씨(하청)
(소양강신북지구하천환경
정비사업)

강원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천전리, 동면 지내리 일원

21 1 476.19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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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강원 임업 50인미만 FCS 국유임산물 주벌(덕거)
강원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10 1 1000.00 3.98

강원
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사업
50인미만

양양군청
(2018공공산림가꾸기사업)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읍, 양양군청 안전행정과)

1 1 10000.00 1.11

경기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늘봄자원
경기 시흥시 수인로3106번길 
275 (과림동)

1 1 10000.00 1.88

경기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승진화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52 

3 1 3333.33 1.88

경기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농업법인주식회사꿈에그린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667번길242-10 

5 1 2000.00 1.88

경기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대성케미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169번길 140 

14 1 714.29 1.88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0~999인 에이피시스템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동탄면 

통탄산단8길 15-5
509 1 19.64 0.49

경기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대우공업㈜포승공장(원청)
대성(하청)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137 
(대우공업주식회사포승공장)

2 1 5000.00 2.75

경기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

제조업

50인미만
(주)일월(원청)
(주)일월아이엔티(하청)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235
충북음성군대소면대금로48 

25 1 400.00 0.57

경기 기타제조업 50인미만 (주)소명금속
경기 화성시 정남면 
덕절창말길 17

5 1 2000.00 2.4

경기 기타제조업 50인미만
인선모터스주식회사
(이천지점)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300번길 29-14 

39 1 256.41 2.4

경기 건설업 300~499인
주식회사 정한조경(하청)
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청)
(화성반월동APT)

경기 화성시 반월동 111-4번지 
외113필지 일원

449 2 44.54 1.24

경기 건설업 300~499인

(주)포스코건설(원청)
태운건설㈜(하청)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3번길 56 (호계동)

445 1 22.47 1.24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혜림산업
(지방도313호선확장및
남양IC개량공사통신선로
이설(추가))

경기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02번지 일원

1 1 10000.00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박광규)(하청)
(법무부형사사법시스템
사무실신설공사(냉난방기,
소방설비))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1동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법무부))

1 1 10000.00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보경실업
(판넬 및 철구조물철거 및 
재시송)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559-116 

1 1 10000.00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서부종합중기(하청)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3번길 56 
(호계동,956번지 일원)

1 1 10000.0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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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경진건설기계
(유사리산지훼손복구공사?
G우수측구공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산 86번지

2 1 5000.00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한백산업(하청)
(미라스아트제조동리모델링
공사)

경기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1063번길 30-7 

3 1 3333.33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대길토건㈜
(진위배수지송수관로정비공
사)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일원 4 1 2500.00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성민씨앤씨㈜
(하남시감일동348-1근생
이축공사(이정희))

경기 하남시 동남로 390 
(감일동)

6 1 1666.67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일오건설㈜
(가평군설악면사룡리2HTO
WN신축공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용문천길 
295 일원

22 1 454.55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오산청호 행복주택 건설공사 
3공구)

경기 오산시 남부대로 464-17 
(청호동)

32 1 312.5 4.68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한림건설㈜(원청)
두평건설㈜(하청)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조성
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47 1 212.77 4.68

경기
자동차운수업및

택배업･
퀵서비스업

50인~99인 (주)한일운수
경기 파주시 장터고개길 10 
(맥금동)

68 1 147.06 2.65

경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

화물취급사업
50인미만 (주)단군기획(원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52번길 20-4 (화전동) 1층

13 1 769.23 3.83

경기 임업 50인미만

기은옥벌목_설악면엄소리
산24
개인사업주(김남증,안호근)(원청)
개인사업주(김헌주)(하청)
(벌목_설악면엄소리산24)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산 
24번지

3 1 3333.33 3.98

경기 임업 50인미만
(주)숲사랑
(2018년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초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5임 외

4 1 2500.00 3.98

경기
건물등의종합

관리사업
50인미만 효진빌딩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대산로19 
(정발산동)

1 1 10000.00 2.11

경기
건물등의종합

관리사업
50인미만

국제경보산업(주)/당동주공3
단지아파트관리소

경기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1 
(당동)

7 1 1428.57 2.11

경기
건물등의종합

관리사업
50인미만

세화종합관리(주)중동금호
한양한신아파트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1179 미리내마을

8 1 1250.00 2.11

경기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100~299인 주식회사한강이앰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103-16 

109 1 91.74 6.1

충북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해솔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길143번길 49-28 

4 1 2500.00 1.88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우미건설 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우미토건(원청)
명인엔지니어링주식회사(하청)
(청주동남지구B-7BL공동주
택신축공사)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87번길 97 (덕산면)

12 1 833.33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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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애드스틸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2길164 (애드스틸(주))

20 1 500.00 2.75

충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한국강재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151 27 1 370.37 2.75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운호건설㈜
(광진정밀진천공장지붕판덧
씌우기및환기구교체공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1055 광진정밀

1 1 10000.00 4.68

충남
석회석･금속･
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50인미만

삼흥육육팔팔㈜
(구)토금산업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산59 

46 1 217.39 28.37

충남 식료품제조업 50인~99인 (주)동원에프앤비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320 

77 1 129.87 0.79

충남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삼 
(구)우주영농조합법인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89 3 1 3333.33 1.71

충남 화학제품제조업 50인~99인
주식회사신호인더스트리
예당지점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5길 35 (고덕면)

84 1 119.05 1.29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99인 (주)알테크노메탈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304 
((주)알테크노메탈)

76 1 131.58 1.53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성진기계
(한성피씨건설(주)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정샘로 
66

1 1 10000.00 2.75

충남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신일이엔씨아산
지점(하청)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정샘로 
66 (영인면)

33 1 303.03 2.75

충남 건설업 100~299인

주식회사 시티건설(원청)
주식회사시티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성한피엔씨(하청)
(천안불당지구업무1블럭
시티프라디움리더스신축공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3(아산배방지구 업무1BL

193 1 51.81 2.25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형제페인트
(한일정밀2공장내부도장
(페인트)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5로 39 

1 1 10000.00 4.6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신우천막공사(하청)
(아산신동양사무용가구
천막설치공사)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23-38 

1 1 10000.00 4.6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지구파워맨택
((주)자원슈레더기계해체공사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65 

2 1 5000.00 4.6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대련건설산업
(금산읍외곽순환도로개설
공사중토공사)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7 1 1428.57 4.68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대운아이앤디
(유창종축사신축공사)

충남 보령시 천북면 도덕재길 
78-19 

7 1 1428.57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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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두성토건 주식회사(원청)
동신이앤씨주식회사(하청)
(모트렉스(주)천안공장증축공
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4로 62-7 
모트렉스(주) 천안공장

37 1 270.27 4.68

경북
펄프･지류
제조업

50인미만 유신포장공업㈜
경북 영천시 본촌공단1길 22 
(본촌동)

24 1 416.67 1.46

경북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부림인슈보드 주식회사
경북 경산시 압량면 연무길 53 
(부림인슈보드주)

24 1 416.67 1.88

경북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모다스
경북 성주군 용암면 
사곡공단2길 40 

0 1 0 1.88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성호금속(원청)
주식회사혁신테크(하청)

경북 영천시 언하공단2길 25 
(신기동)

7 1 1428.57 2.75

경북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제철세라믹(원청)
성덕엔지니어링(하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418번길 66-22 

26 1 384.62 2.75

경북 금속제련업 50인미만 세명산업(하청)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16 42 1 238.10 13.09

경북 건설업 100~299인

한신공영㈜(원청)
석진건설주식회사(원청)
유한회사명산건설(원청)
코암시앤시개발주식회사
(원청)
주식회사대홍에이스건업
(하청)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
제12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제1차))

경북 영천시 화산면 화룡동 
일원

113 1 88.50 2.25

경북 건설업 50인~99인

신영이엔씨㈜(원청)
유한회사에스엠건설(하청)
(경주사이로제작공장토목및
건축공사)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강동일반산업단지 
11-1,12블럭

87 1 114.94 2.56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일신종합건설(주(원청)
창진건업주식회사(하청)
(왜관읍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333-2번지

8 1 1250.00 4.6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민창(원청)
주식회사TCC한진(하청)
(동력2MIXSTATION행
LDG배관경년교체)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괴동동)

9 1 1111.11 4.6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계림
(2017년도대구경북지역
본부경산지사고압A공사)

경북 경산시 원효로 8 (중방동) 13 1 769.23 4.6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주경종합건설(원청)
(주)세화엔지니어링(하청)
(진보면주민복지센터건립공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22-7번지 외 2필지

16 1 625.00 4.68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대림종합개발㈜
(천군동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경북 경주시 천군동 일원 24 1 416.67 4.68



- 83 -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합자회사 삼우전자통신
((원)2018년소규모설비이전
연간단가공사(경산, 하양, 
청도))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사정동)

2 1 5000.00 4.68

경북
전문기술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케이앤케이메탈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2406호)

2 1 5000.00 0.44

경남
펄프･지류
제조업

100~299인
(주)한창제지(원청)
경진(하청)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1564 
(용당동)

223 1 44.84 3.18

경남 건설업 100~299인

중흥토건㈜(원청)
㈜무원건설(하청)
(진주혁신도시C-3블럭
주상복합신축공사)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298번지 158 1 63.29 2.25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구룡조경
(단지내수목전정및전지작업)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75 
(평거동)

1 1 10000.00 4.6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동방종합건설(원청)
지티지산업주식회사(하청)
(산호동 322-2 
판매시설(방수한) 신축공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67 (산호동)

23 1 434.78 4.6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우경건설(원청)
금성호이스트(하청)
(SPP사천공장크레인철거공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SPP)

1 1 10000.00 4.6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주)광진티앤씨
(2018년거제칠천도사유지내
유선해월철탑철거선로공사)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11 (고현동) Kt거제지점 관내

1 1 10000.00 4.6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대림개발㈜(원청)
(주)동인(하청)
(하수찌꺼기처리시설건축공사)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34-1

2 1 5000.00 4.68

경남 건설업 50인미만
경부건설㈜(원청)
(주)성원이엔씨(하청)
(재해방지구역복구공사)

경남 김해시 상동면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40-8번 외 
5필지

13 1 769.23 4.68

경남 창고업 50인미만 제일태양광발전소 경남 밀양시 상남면 이연1길 7 11 1 909.09 1.12

경남 임업 50인미만
대환목재
(신용운임야간벌작업)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 
133-4번지

3 1 3333.33 3.98

경남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인미만 경종STEEL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길 
11-76 (경종STEEL)

1 1 10000.00 0.77

전북 건설업 100~299인

남광건설㈜(원청)
주식회사디자인기린(하청)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
익산글로벌김치공장신축공사)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398

138 1 72.46 2.25

전북 건설업 100~299인
대림산업㈜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71-4번지

170 1 58.82 2.25

전북 건설업 50인미만
(주)화성산업개발
(한국바이오영농조합법인
창고신축공사)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60번지 외1필지내

16 1 625.00 4.68

전북
오락･문화및
운동관련사업

50인미만 사단법인호남오페라단(하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75 5층 (서노송동)

1 1 10000.00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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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
사망자수가 많은 순, ⑤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전남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태웅산업
(산이당후~구성간차선도색공
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초송리 일원

6 1 0 1.88

전남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

제조업

50인~99인 주식회사탑선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92 1 108.70 0.78

전남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사업자(한우철)
(신혜민애플망고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전남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5 1 2000.00 4.86 

전남 농업 50인미만 원뿌리영농조합법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봉길 115 2 1 5000.00 3.77

제주 식료품제조업 300~499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1층

413 1 24.21 0.66

제주 건설업 100~299인

동호건설㈜(원청)
구산건설㈜(하청)
(서귀포시동홍동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38-2번지

117 1 85.47 2.25

제주 건설업 50인미만

씨티이엔씨㈜(원청)
밝은미래건설(하청)
(제주이도한일베라체아파트
균열보수및재도장공사)

제주 제주시 신설로 55 
(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2 1 833.33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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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36개소)

('18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신성씨앤디㈜
*(구)신성탑건설㈜(원청)
(주)다윤씨앤씨(하청)
(종로쏘도베관광호텔신축
공사)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37 
(낙원동)

22 2 909.09 4.1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원청)
(주)시티이텍(하청)
(수서열원특,고압배전반복
합계전기구매설치)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781 
(수서동)

4 1 2500.00 4.1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개인업자(조한석)
(서울금천경찰서방순대, 
문성지구대및치안센터방수
도장공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8 5 1 2000.00 4.1

서울 건설업  50인미만
완후종합건설㈜
(장안동286-4원골빌딩신축
공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32 
(장안동)

16 1 625.00 4.1

부산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에이치아이건설
(원청)
개인업자(박용찬)(하청)

부산 금정구 금강로  665 4층 1 1 10000.00 4.1

부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
취급사업

 50인미만 삼건실업(주) 부산 서구 충무대로 122 (암남동) 23 1 434.78 3.23

대구 도금업  50인미만 정광금속
대구 북구 노원동로3길 23 
(노원동3가)

1 1 10000 2.17

대구 건설업  100~299인

라온건설(주)(원청)
주식회사신현건설(하청)
(대구범어동77-2라온프라
이빗공동주택신축공사)

대구 수성구 청호로88길 9 
(범어동)

104 1 96.15 1.62

대구
도･소매및소비
자용품수리업

 50인미만 대왕씽크 대구 중구 재마루길  85 1 1 10000.00 0.48

광주 건설업  50인미만
㈜송학건설(원청)
일등건설중기(하청)
((주)진양공장신축공사)

광주 광산구 진곡동 601 40 1 250.00 4.1

대전
도･소매및소비자

용품수리업
 50인미만 진성주유소 대전 중구 대종로 122 (호동) 2 1 5000.00 0.48

대전
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사업
 50인미만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2017산사태
현장예방단))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 160
(사정동,대전광역시공우너관리
사업소)

11 1 909.09 0.67

강원 임업  50인미만 양구군산림조합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113 22 1 454.55 3.89

경기
도자기및기타

요업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협진콘크리트수원지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16-10 (입북동)

5 1 2000.00 5.15

경기 건설업  100~299인
SK건설㈜(원청)
대주중공업주식회사(하청)
(광교SKVIEWLake)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번지

249 1 40.16 1.62



- 86 -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기 건설업  100~299인

대방건설(주)(원청)
(주)재원이엔아이(하청)
(시흥배곧신도시B6BL대방
노블랜드신축공사)

경기 시흥시 배곧4로 103 
(정왕동) 시흥배곧 대방노블랜드 
1차 현장사무소

272 1 36.76 1.62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이홍기(축사지붕공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167-7 

1 1 10000.00 4.1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오야동 243-4번지 
신축공사(배상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8번길 
5 (오야동)

3 1 3333.33 4.1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주)중앙산업개발 경기 오산시 금암동 490-4 외 8 1 1250.00 4.1

경기 건설업  50인미만
고금종합건설㈜
(범계역주상복합아파트신
축공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9 (호계동)

35 1 285.71 4.1

경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
취급사업

 50인미만
(주)윈플러스(원청)
(주)주성(하청)

경기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 
280-2 

17 1 588.24 3.23

충북

비금속광물제품 
및금속제품
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원청)
재경엔지니어링(하청)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100 (마로면, 조일아파트 나동 
203호)

17 1 588.24 3.14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신성종합건설(원청)
주식회사대륙황토건설산업
(하청)
(봉명동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23 
(봉명동 491번지)

9 1 1111.11 4.1

충북 건설업  50인미만
근화건설주식회사(원청)
강일철구산업(하청)
(괴산공장신축공사)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산108번지

9 1 1111.11 4.1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주)광성금속 1공장 지붕 
채광창 방수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4길  
41-8

3 1 3333.33 4.1

충남 건설업  50인미만

(주)도우엔지니어링(원청)
대선테크(하청)
(아산5사업장(T9동)크린룸
설비공사)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22 (주)톱텍

7 1 1428.57 4.1

충남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100~299인
주식회사 맘모스식품(원청)
(주)에스엠엔지니어링(하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4산단로 64 
(2층)

103 1 97.09 6.96

경북

비금속광물제품
및금속제품
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50인미만 혜민건축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상암길37길 
75-27 (와촌면)

2 1 5000 3.14

경북 건설업  100~299인

삼도주택주식회사, 
한림건설 주식회사(원청)
주식회사광성건설(하청)
(포항창포메트로시티기부
채납도로개설공사)

경북 포항시 북구 창흥로 72-21 269 1 37.17 1.62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우호건설(주)(원청)
(주)부일산업(하청)
(예천신도시신성프라자신축
공사)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검무로 17 
1408,1409

1 1 10000.00 4.1

경북 건설업  50인미만
주식회사 지맥스래피드, 
태백산업주식회사(하청)
(서옥교외1개교보수공사)

경북 경산시 옥곡동 지내 4 1 250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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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사망자수가 많은 순, ⑤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2-3. ‘19.1.1~’19.12.31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6개소)<‘18년 신설>

지역
업종

(중분류)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강원 석회석․금속․비금속 및 기타광업 50인 미만 정남기업 강원 태백시 상투바우길 3

경기
전기기계,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300~499인 (주)세코닉스 경기 평택시 세교산단로 79

경기 건설업 100~299인
중흥토건(주)
(광교C2블럭주상복합시설중흥S클래스
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C2블럭

경북 건설업 100~299인  
㈜대흥종합건설(원청)
(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12길 25-10 
(관호오거리 일원)

경북 건설업 100~299인
㈜칠성건설(하청)
(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12길 25-10 
(관호오거리 일원)

경북 건설업 100~299인
㈜우미개발(하청)
(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12길 25-10 
(관호오거리 일원)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사망
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

경북
전문기술
서비스업

 50인미만 (주)중앙환경기술
경북 경산시 대학로13길 82 
(정평동)

30 1 333.33 0.19

경남 건설업  1,000인이상

두산건설(주)(원청)
철탑건설㈜,일광건설㈜(하청)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번지 주촌선천지구 28-1블럭

3930 2 5.09 0.47

전북
섬유또는섬유
제품제조업(갑)

 50인미만 (주)태평양산업
전북 정읍시 북면(북면) 태곡리 
939번지 2호 ㈜태평양산업

25 1 400.00 2.01

전북 기타의각종사업  50인미만 (주)명도실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59-1 (여의동)

48 1 208.33 0.91

제주 식료품제조업  50인미만 (주)제이크리에이션
제주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33 (주)제이크리에이션

38 1 263.16 0.92



- 88 -

3.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 최근 3년간('17.1.1~'19.12.31.)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주식회사국원건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현장

서울 강서구 양천로 201 BL 91번지(마곡동) 13

대방환경주식회사 부산 남구  신선로 231-1 (용당동) (649-14번지) 8

현대성우캐스팅(주)충주공장
(舊)현대성우메탈㈜충주공장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344 8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01 22층 (목동, KT목동타워) 7

남웅건설㈜ 이천 연구개발동 신축공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스케이하이닉스) 5

(주)사조오양금산공장 충남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294(㈜씨엔씨푸드) 5

(주)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괴동동) 1번지 5

금문산업㈜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24 4

(주)삼성산업 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6323-32 4

경남판지(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양지촌로 4-24 (경남판지) 3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경기 김포시 봉화로182번길 18 북변자주식주차장 4층 3

(주)단석산업평택1공장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216 3

단일시스켐(주) 경기 김포시 양촌면 황금로24번길 76 3

동양건기(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대로 100 3

삼신교통(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310 (노포동) 3

(주)선도산업 부산 남구 신선대산복로 42 (용당동) 3

주식회사성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6번길 131 ((주)녹천물산) 3

(주)신대성 울산 울주군 KTX역세권 M4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울산 울주군 삼남면 도호길 51-16 (신화리 1609번지) 3

주식회사신도기업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354 3

(주)에코건설이엔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산 수영구 광안동201-5번지 외 5필지 3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영동군청) 3

(주)유화산업개발(주)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613-16 3

(주)조형기술개발,양산덕계 공동주택 2차 신축공사 경남 양산시 덕명로 57 (덕계동) 두산중공업 3

한국지엠(주)창원공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130 (성주동) 3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블루원리조트점 경북 경주시 천군동30-65번지 3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한화대전점 대전 유성구 외삼로8번길 99한화대전사업장 내 구내식당 (외삼동) 3

현대실업 부산 금정구 공단로8번길 15(금사동) 3

거창기업 부산 남구 문현동 1219-1번지 2

경산제지(주)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35 2

계림건설(주) 다세대주택건축현장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15길 6-28 (구산동) 2

고려공업검사(주) 대전 서구 둔산동 2057, 1층 2

고이건설(주)/과천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현장(가설
및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

경기 과천시 관문로 128 2

(주)공산건설 대구 동구  방천로 54 (지저동) 2층 2

(주)관문산업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2로 35 2

광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284번길 41-15 (초월읍) 2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수남동) 2

(주)금양기업 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주동) 1번지 대우조선해양(주)內 2

(주)금호하이테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226-82 2

(주)남경종합건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76(사직동) 982-9번지 일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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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민속엘피씨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4052 2

단양군청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2

(주)대국아이.엔.티 부산 금정구 개좌로 42(금사동) 2

(주)대성메탈 부산 사상구 미음국제3로 112 2

대양철강(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348 2

동남테크(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6로 12-25 2

(주)동래위생공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로 54(21세기부동산) 2

(주)동림식품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장마로 250-18 2

(주)동방제지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622번길 85 (창우동) 1층 2

동보건설(주) 전북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 5길 412 1층 2

동우건설(주)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부산 동래구 명장동 431번지 일원 2

(주)동우인더스트리 경기 김포시 승가로76번길 78-13 (풍무동) 2

동원여객자동차(주)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420 2

(주)동해산업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654번길 41(천현동) 2

(주)동희산업 울산 남구 처용로 675 2

(주)무림이엔지 부산 동래구  명륜로 47(수안동) 2층 2

주식회사미주산업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아주동, 대우조선해양) 2

(주)반도체인공업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95번길 176 2

반석건설 허민(도하리776외1필지 제2종근생제조시설 
신축공사)

경기 양주시 은현면 검준2길 196-39 (외 1필지) 2

주식회사박스코 부산 사하구 신산로 134 (신평동) 2

(주)보원케미칼 충북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101 2

주식회사보현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학산단길 420 ((주)보현공장) 2

볼보그룹코리아(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현동1번지 볼보그룹코리아(주) 2

(주)부원테크건천공장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73-66(건천읍) 2

(주)삼구에프에스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543 신세계푸드 식품유통센터 2

삼주종합건설주식회사 / 원흥동633-7 박헌수 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반대지 0633-0007 2

서영산업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86번길 42 (곤지암읍) 2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2

성일하이텍(주)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20(비응도동) 2

세강산업(주) 전남 광양시 백운1로 48 (태인동) 2

세림산업(주)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111 2

세영기업유한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259(신촌동, 두산메카텍1공장내) 2

세화금속공업(주)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20 2

수지건설산업㈜ 신원동 벧엘 근생 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327-4 2

승주건설㈜ 기흥 힉스 도시첨단사업단지 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1-3 2

(주)알루텍 충남 논산시 연무읍 원앙로503번길 127-32 ((주)알루텍)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

(주)에이에스에이전주공장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45 2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 하얏트호텔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한남동) 2

영빈건설(주)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3-1 2

(주)오뗄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2028 2

(주)우설건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87 402호 (전국체신빌딩) 2

우영건설㈜ 부산만덕5 1BL 주거환경개선사업 1공구 부산 북구 상학로 35 2

울산시북구청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2

주식회사원태 경기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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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미보고 횟수가 많은 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다 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주식회사월드마린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원포동, STX조선) 2

(주)유림개발 김포한강 AC-01ABL 아파트 건설공사 
11공수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5번길 57 2

유진건설산업㈜ 순천 신대지구 B-4블럭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9번지 2

(주)유성현대서비스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398 (궁동) 2

주식회사율곡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월로 38 (양곡동) 2

(주)은성개발 구래동(주)맥스타워 신축공사 경기 김포시 구래동 6882-8번지 2

이레츠종합건설주식회사 / 대장동 54-1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56-30 (대장동) 2

이포건설㈜ 
화도읍가곡리149-14,149-12,149-7상수도인입및오수
관로배관공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149-14,149-12,149-7경원원룸네 2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서구 서달로 190 (가정동) 2

전주시청 총무과(본청)(대표사업개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2

(주)제일테크노스 이천 연구개발동 신축공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스케이하이닉스) 2

(주)진일벤드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20(송정동) 2

(주)체리부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2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2

칠갑농산(주)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872-6 2

(주)칠성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12길 25-10 (관호오거리 일원) 2

(주)케이피일렉트릭 인천 미추홀구 방축로 328 (주안동) 2

쿠팡주식회사/ICH_2 인천 중구 서해대로210번길 39 (신흥동3가) 2

(주)포스텍 경기 파주시 광탄면 만장산로 136-45 2

(주)한금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 240 2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갤러리아진주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95(평안동) 2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롯데아이언불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1층 (잠실동, 롯데월드) 2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오레노이태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8 (이태원동, 지하1층) 2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림대동탄성심병원점 경기 화성시 큰재봉길 7(석우동,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지하1층) 2

한화호텔앤리조트(홈플러스 신내점) 서울 중랑구 신내로 201(신내동, 홈플러스서울신내점 구내식당) 2

(주)현대로지스앤팩 인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9 2

(주)현진토건 가칭 매성중,고 신축공사 전남 나주시 황동3길 18-6 (빛가람동) scl블럭 일원 2

협성개발㈜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50(운서동) 2

주식회사효천디앤씨 온요양병원 신축공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당감동) 2

홍기종합건설㈜ 범어사 선문화교육불교문화관 
건립공사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2

(주)휴스틸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 2

흥진산업(주)2공장 부산 사하구  다산로 125 (다대동) (69 (장림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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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19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7개소)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사고피해(인명피해)가 큰(많은) 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다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재해

발생일
사고 내용

피해정도(명)　

사망 부상

한화토탈(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2019.5.17.

한화토탈(주) SM#1공장 정제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혼합 잔사유 저장탱크(Mixed Residue Tank, 
S1-FB 326) 내부에서 이상중합반응이 발생하여 
저장탱크 상부 비상압력방출 맨홀로 SM혼합물이 분출, 
누출되었으며, 사고발생 후 자연냉각과정에서 잔류해 
있던 물질이 중합반응 되면서 폼수용액 등이 추가로 
누출된 사고가 발생

　
1028
(원청)

한화토탈㈜(원청)
메인테크플랜트(주)(하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2019.2.12.

EVA 공장에서 생산제품 변경(Geade Change)을 위하여 
공장을 정지하고 저압분리기 내부 세정을 위하여 상부 
덮개 볼트를 풀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30cm정도 들어 
올리는 순간 화염이 발생하여 인근 작업자 9명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임

　
8

(원청1,
하청7)

(주)덕양케미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회학2길 
34

2019.9.23.
수소공장에서 Process condensate separator 주변 
플랜지에서 수소를 포함한 공정가스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부상한 사고임.

　
3

(원청)

(주)이엠티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3로 85-1

2019.7.2.
망간 용해공정에서 용해조에 망간(부라켓) 투입 후 
황산으로 용해 작업 중 발생한 수소에 의한 
폭발･화재가 발생함

 
2

(원청)

(주)미래페이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384 (팔복동3가)

2019.1.7.

초지3호기 정기보수작업을 위해 LNG를 원료로 
사용하는 열풍기를 셧다운하는 과정에서, 열풍기에 
에어를 공급하는 밸브를 먼저 닫고 LNG 공급 밸브를 
나중에 차단하면서,  열풍기 내부에 잔류한 미연소 
LNG가 폭발하면서 주변 작업자 1명이 부상을 당함

　
1

(원청)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47-7 

2019.7.9.

공정동 수첨유 이송펌프(P-1301A)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예비펌프(P-1311B)로 전환하고, 정지된 
펌프(P-1301A)내 수첨유를 폐오일 저장드럼으로 이송 
후, 단관 내 잔존수첨유를 배출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작업 중 고무호스가 
이탈되면서 고온의 수첨유가 누출

　
1

(원청)

태광산업(주)석유화학2
공장(원청)
영원기업(하청)

울산 남구 산안로 46(여천동) 2019.12.18.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입･출하설비에서 생산된 
과산화수소의 출하를 위해 탱크로리에 주입 시 사용한 
호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가 누출되어 
근로자 1명이 부상한 사고임.

　
1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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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3개소)

('19년공표시재판계류중이어서보류되었던사업장중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재해

발생일
사고 내용

피해정도(명)　

사망 부상

㈜알테크노메탈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304
2018.12.7.

알루미늄 용해로(55톤) LPG 공급 배관(80A, 10kPa)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차단밸브(MOV) 본체 

상부(Bonnet)가 이탈되면서 LPG가 누출되어 

화재폭발이 발생

1

(원청)

한본인더스트리(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111-22
2018.11.23.

아스팔트도료 제조공정에서 혼합기의 맨홀로 

분말형태의 부원료인 카올린(Aluminum Silicate)을 

포대로 투입하던 중 혼합기 내에 있던 인화성액체의 

유증기가 점화(정전기 추정)에 의해 화재 발생

 
2

(원청)

여천NCC㈜(원청)

영진기술㈜(하청)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3로 

2(평여동)
2018.8.17.

BD추출공정의 열교환기 청소 후 열교환기 덮개를 

크레인으로 설치 중에 운전 중인 증류컬럼과 연결된 

공기구동밸브가 열려서 증류컬럼 내부의 혼합 C4 가스 

및 추출용제(DMF)가 누출

　
1

(하청)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사고피해(인명피해)가 큰(많은) 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다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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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4개소)

    -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참 고
○ 사업장 순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구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9.1.1.∼
2019.12.31.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지역 업종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고 사망만인율
(‱)

사고 사망자 수

(명)
근로자 수

(명)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중부 제조업
동국제강(주)
인천공장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15 10.787 0 26.810 1 0 1 927 554 373

울산 제조업 LS-Nikko동제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148 4.953 0 7.663 1 0 1 2,019 714 1,305

울산 제조업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139 2.213 0 3.078 1 0 1 4,518 1,269 3,249

천안 제조업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1480 0.603 0 1.005 1 0 1 16,594 6,639 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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