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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10년간(2002～2011) 전체 산업의 재해율1)은 감소하고 있으나
(2002년 0.77% → 2011년 0.65%), 건설업의 재해율은 이와 반대로 증가
하였다(2007년 0.66% → 2011년 0.74%). 또한 건설업의 재해자 수도 지
난 7년간(2005～2011) 증가하였다(2005년 15,918명→ 2011년 22,782명).
이와 같은 건설업의 재해 증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이 많은 데에 기인한다. 특히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이 산업재해에 취약하다. 2011년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
모 건설현장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 전체 근로자(3,087,131명) 중 29.8%인
데 비해 전체 재해자(22,782명) 중 비중은 74.1% 그리고 전체 사망재해
자(621명) 중 비중은 5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연도에 근로자
5～49인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 건설업 전체 사망재해자(621명)의
38%(239명)가 발생하였다.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재가 집중된 원인 중
하나는 산업안전에 부정적인 건설현장의 특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
1) 재해율 : 당해 연도 산재보험 피보험근로자 100명당 산업재해자 수 비율((당해 연
도 산업재해자 수)/(당해 연도 산재보험 피보험자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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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재해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면서 기본적인 산업안전요소(기초보호구, 안전교육, 건강검진, 이하 ‘기초
안전요소’라 함)의 공급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중․
장기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산업
재해예방은 커다란 개선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산
재예방정책은 고정된 사업장과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편제되어 있어, 건
설업의 경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사업장(매년 약 70여 만 개소로 추
정)과 이동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소규모 건설사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
주의 산업안전관리능력 부족 및 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조차 소액이거나 거의 계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2012년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행 정규직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이동이 잦은 건설업 근로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건설업
근로자의 특성 파악과 이에 근거한 건설업 안전연구로 정부정책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방향 제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2).
나.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건설업 중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는 건설근로자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업
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안전보건 접근 방
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2012.10.22(금) 10 : 00)에서 조원진 의
원이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질의에서 ‘건설업 재해예방정책의 한계 뚜렷! 건설업
안전에 대한 정책적 전환 필요! 건설업 산재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절실해’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건설업 근로자들 특성 파악과 건설업 안전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여 정부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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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 건설사업장은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사업장
으로서 중규모 건설사업장의 범위는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20억 원
이상의 사업장,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범위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장으로 하되, 연구의 범위는 4,000만 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으로 국한
한다. 이와 같은 범위 설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규모의 사업장으로서 주로 민간 기술지도에 의하거나
정부(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재해율이나 재해자 수의 점유 비중이 현격하게 높은 건설공사 규모에 속
한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국내 부분은 기존 문헌연구 및 전문가(건설안전 관련
학계, 산재예방 전문기관/단체, 사업주 측, 노동조합 측)의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외국 부분에 대해서는 문헌연구
를 한 후 한국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연구 진행 중 그리고
연구 종결 과정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보완, 정리를 하였다.
다. 보고서의 구성

제1장(서론)에서는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재해 발생과 사망재해 발생이 집중되어 있음을 소개하
고, 이들 소규모 건설사업장 산재 감소를 위한 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
으로 선정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관련 기존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5년간(2007～2011)의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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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산업재해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되는 중소 건설현장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관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정부(고용노동부)의 수차례에
걸친 중․장기 산재예방 계획 중 건설업 산재예방 계획들을 분류․정리
한 후 중소 건설사업장 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변화와 한
계, 중소 건설현장 근로자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분
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중소 건설사업장 지원 및 감독 사례로서 미국의
OSHA(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독일의 건설업 산재보험조합(BG Bau)
의 지도․점검 사례, 영국의 HSE(산업안전보건청)의 소규모 건설현장
행동실천제도, 일본의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JCSHA)의 소규모 건설
현장 재해예방 위탁사업, 프랑스 건설업 재해예방조직(OPPBTP)의 활동
계획 및 활동사례, 국제노동기구(ILO)의 소규모 사업장 작업조건과 생산
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WISE프로그램), 호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 그린카드(Green Card) 제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정
리를 위하여 전문가 20명(학계․안전보건공단․대행기관 6명, 노동계 7
명, 경영계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후 그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
다. 설문 내용의 구성은 정부(고용노동부)의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
(2010～2014년)의 내용 중 건설업 산재예방 관련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
였다.
제6장에는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중
소 건설현장에 대한 기초안전요소(3대 보호구, 기초안전교육, 정기건강진
단, 기술지도),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효과적 발굴 방안 및 기술지도 실
효성 제고 방안,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는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건설업 산업재해 특성 및 원인을
요약하고, 정책 제언으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제 도입,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요소의 도입,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산재예방 기술지도 계약 및 이행 여부 결합, 건설일용근로자 콜센터(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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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지원을 제안하였다.

3. 선행 연구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분석 또는 이와 연관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1990년대 중반부터 중소 건설사업장 산재예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당시 정부(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산재예방계획 ‘산재예방
특별사업(1995〜1997)’,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1997〜1999)’ 등의 평
가 또는 신규 사업 발굴과 관련이 있었다(윤조덕, 1996; 윤조덕 외, 1997).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
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 개발 및 이의 사업장 적용과정에 대한 영향 평
가 등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고 있다(심규범, 2007, 2012, 2013; 심규범 외,
2009, 2011; 안홍섭, 2010, 2011; 안홍섭 외, 2012; 정세균 외, 2008; 최돈
홍 외, 2012).
<표 1-1> 중소 건설사업장 산재예방 관련 기존 문헌 분석
보고서명, 저자, 연도

주요 연구 내용 요약

1. 윤조덕(1996), 산업안
전선진화에 관한 기초
연구 -산재예방특별사
업의 분석을 통하여-

◦ 산재예방특별사업(1995∼1997)의 중간평가
- 건설현장 안전설비 임대지원사업, 이동건설안전교육
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1997∼1999)의 배경, 목적,
기본방향 및 8대 과제
◦ 산재예방특별사업 및 산업안전선진화사업과 노동의
인간화

2. 윤조덕․안홍섭․심규
범 외(1997), 산업재
해예방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안전분야-

◦ 건설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개선방안
◦ 하도급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건설산업안전 유도

3. 윤조덕․안홍섭․심규
◦ 유럽연합(EU)의 건설업 종합안전관리자제도(safety
범 외(1997), 종합안
coordinator) 소개 및 우리나라에의 도입, 적용방안
전관리자제도 도입방
모색
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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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계속
보고서명, 저자, 연도

주요 연구 내용 요약

4. 심규범(2007),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효
과 제고 방안

◦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요소(안전
모․안전화․안전대, 정기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교
육) 공급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개별 현장 차원이 아닌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접근방
법 제안

5. 심규범․김지혜․허
민선(2009), 건설근
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
교육기관 평가

◦ 2009년에 실시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
교육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성과 분석
◦ 기초안전교육의 성과를 확인하였으나, 현장에서의
교육이 지닌 맹점을 지적하고, 현장 도달 이전에 교
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

6. 심규범․문지선(2011),
건설현장의 산업안
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 건설현장 재해와 여타 재해의 차이 분석, 건설현장
재해 미신고 실태 및 원인 파악
◦ 미신고 해소 방안, 산업안전 여건 조성 방안 등

7. 심규범(2012), 건설
업 기초산업안전교육
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취지 및
실제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 산업 차원의 기금 조성 및 비용 지급, 현장 도달 이
전 기초안전교육 이수 필요성 및 방안 제시

8. 심규범(2013),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
전시스템 구축 방안

◦ 건설생산물 및 생산과정의 특성으로부터 건설현장
의 산업안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도출
◦ 건설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건설안전 시스템으로서
산업 차원의 기초안전요소 공급, 시공 이전 단계에
서의 안전요소 고려, 다양한 구성원의 책임 분담 방
안 등 제시

9. 안홍섭․이규진․김
은정(2012), 건설분
야 사고성 재해예방
민간위탁사업 참여기
관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기술지도하
는 외부 전문기관의 관리 방안
◦ 소규모 공사의 특성과 기술지도 기관의 평가 요건을
제시함.

10. 최돈홍(2012), 소규
모 건설현장 재해감
소 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 및 환경, 외국 동향, 관련 제도 등을 분석
◦ 산재예방기금 마련 방안,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강화,
안전관리체제 개선, 인허가 제도의 활용 방안 등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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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계속
보고서명, 저자, 연도

주요 연구 내용 요약

11. 정세균 외 4인
(2008), 소규모 건
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모
델 연구

◦ 소규모 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안
전기준, 안전교육, 사다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

12. 안홍섭(2010), 발주
자 주도의 건설안전
보건관리 촉진 방안

◦ 발주자가 소외된 기존 건설안전관리체제의 문제점
과 발주자를 정점으로 한 개선된 건설안전관리체제
제시

13. 안홍섭(2011), CDM
에 내재된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메
커니즘

◦ 영국의 CDM제도에 내재된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체
제의 세부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국내 제도에 실현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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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및 특성 분석 :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1. 건설업 산업재해 분석
가. 전 산업 평균 재해율 감소

지난 5년간(2007～2011) 산업재해율은 2007년 0.72%에서 2011년
0.65%로 0.07%포인트 감소하였다(표 2-1 참조). 사망재해 만인율은
2007년 1.92에서 2011년 1.47로 지난 5년간(2007～2011) 0.45포인트
(23.43%) 감소하였다(표 2-1 참조). 업무상사고 만인율은 지난 5년간
(2007～2011) 매년 감소하여 2007년 1.10에서 2011년 0.96으로 0.14포인
트(12.72%) 감소하였다(표 2-1 참조).
나. 건설업 재해율 증가
1) 건설업 재해율 및 재해자 수 증가

전 산업 평균 재해율은 2007년 0.72%에서 2011년 0.65%로 지난 5년간
(2007～2011) 0.07%포인트 감소하였다(표 2-2 참조). 이를 산업별로 살
펴보면 지난 5년간(2007～201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
수․창고․통신업 및 기타 산업(임업, 기타의 사업, 기타)에서는 재해율
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건설업에서는 재해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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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추이(2007～2011)
(단위 : 개소, 명, %)

◦ 사업장수(개소)
◦ 근로자수(명)
◦ 재해자수(명)

2007

2008

2009

2010

2011

1,429,885

1,594,793

1,560,949

1,608,361

1,738,196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14,362,372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업무상사고자수

78,675

86,072

89,100

90,842

86,043

․업무상질병자수

11,472

9,734

8,721

7,803

7,247

2,406

2,422

2,181

2,200

2,114

․업무상사고사망자수

1,383

1,448

1,401

1,383

1,383

․업무상질병사망자수

1,023

974

780

817

731

◦ 재해율(%)

0.72

0.71

0.70

0.69

0.65

◦ 사망만인율

1.92

1.80

1.57

1.55

1.47

1.10

1.07

1.01

0.97

0.96

-사망자수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 연도.

(2007년 : 0.66% → 2011년 0.74%)(표 2-2 참조). 재해자 수도 2007년
19,050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22,782명으로 지난 5년간(2007～
2011) 19.59%(3,732명) 증가하였다.
2)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 증가, 높은 사망재해율

지난 5년간(2007〜2011) 전 산업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2007년 1,383
명에서 다음해인 2008년에는 1,48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매년 감소
하여 2011년에는 2007년 수준인 1,383명으로 감소하였다(표 2-3 참조).
건설업의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2007〜2011) 539명(2007
년)에서 577명(2011년)으로 7.4%(40명) 증가하였다.
2011년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전 산업 1,383명이다. 이 중 건설업이
44.9%(6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제조업 39.6%(548명)의 순이다.
2011년 건설업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1.87)은 전 산업 평균(0.96)의
1.9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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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도별․업종별 재해자 수 및 재해율 추이(2007～2011)
(단위 : 명, %)

전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산업
임업
기타의사업
기타

2007

2008

2009

2010

2011

90,147

86,072

97,821

98,645

93,292

재해율

0.72

0.64

0.70

0.69

0.65

재해자수

1,593

299

1,118

1,084

1,103

재해자수

재해율

9.89

1.96

8.14

8.64

9.12

34,117

31,752

32,997

34,069

32,294

1.10

1.02

1.04

1.06

0.97

19,050

19,738

20,998

22,504

22,782

재해율

0.66

0.61

0.65

0.70

0.74

재해자수

121

87

114

85

86

재해율

0.22

0.16

0.22

0.15

0.16

재해자수

4,736

4,297

4,372

4,365

4,226

재해율

0.68

0.61

0.62

0.61

0.59

30,530

29,899

-

-

-

0.53

0.47

-

-

-

재해자수

-

-

3,091

2,164

1,984

재해율

-

-

4.17

2.80

2.11

재해자수

-

-

33,961

33,170

29,736

재해율

-

-

0.56

0.53

0.47

재해자수

-

-

1,170

1,204

1,081

재해율

-

-

0.19

0.51

0.16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 연도.

다.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재해자 수 및 재해율 증가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재해자 수는 지난 5년간(2007〜2011) 608명
(2007년)에서 1,173명(2011년)으로 92.92%(565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
간 재해율은 3.19%(2007년)에서 5.14%(2011년)로 1.95%포인트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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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도별․업종별 산재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 추이(2007～2011)
(단위 : 명)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전 산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광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제조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건설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전기가스
수도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운수창고
통신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기타산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임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기타의 사업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기타
업무상사고사망자
(사망만인율)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7
2008
2009
2010
2011
2,406
2,422
2,181
2,200
2,114
(1.92)
(1.80)
(1.57)
(1.55)
(1.47)
1,383
1,488
1,401
1,383
1,383
(1.10)
(1.07)
(1.01)
(0.97)
(0.96)
436
420
399
386
375
(270.72) (274.96) (290.56) (307.62) (310.23)
22
14
29
20
16
(13.66)
(9.17) (21.12) (15.94) (13.24)
605
602
561
618
548
(1.95)
91.94)
(1.76)
(1.93)
(1.64)
392
407
392
422
387
(1.27)
(1.31)
(1.23)
(1.32)
(1.16)
630
669
606
611
621
(2.18)
(2.06)
(1.89)
(1.91)
(2.01)
539
592
559
556
577
(1.87)
(1.82)
(1.74)
(1.74)
(1.87)
6
7
9
7
4
(1.11)
(1.28)
(1.70)
(1.29)
(0.73)
4
4
4
3
2
(0.74)
(0.73)
(0.76)
(0.55)
(0.37)
166
183
132
122
134
(2.38)
(2.60)
(1.86)
(1.72)
(1.86)
107
114
101
81
108
(1.53)
91.62)
(1.43)
(1.14)
(1.50)
563
541
(0.97)
(0.85)
319
317
(0.55)
(0.50)
23
34
20
(3.10)
(4.40)
(2.13)
19
29
16
(2.56)
(3.75)
(1.71)
425
389
381
(0.71)
(0.62)
(0.60)
284
253
264
(0.47)
(0.40)
(0.41)
26
33
31
(0.42)
(0.51)
(0.46)
13
19
13
(0.21)
(0.29)
(0.19)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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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도별․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재해자 수 추이(2007-2011)
(단위 : 명, %)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금융
보험업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B)
비율(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A)
비율 (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A)
비율 (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B)
비율(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B)
비율 (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B)
비율(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A)
비율(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B)
비율(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B)
비율(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B)
비율(B/A x 100)
재해자수(A)
외국인재해자수(B)
비율(B/A x 100)

2007
90,147
3,989
4.42
1,593
6
0.37
34,117
2,815
8.25
19,050
608
3.19
121
4,736
17
0.35
1,339
2
0.14
66
12
18.18
444
49
11.03
28,137
479
1.70
544
-

2008
95,806
5,156
5.38
1,326
4
0.30
35,819
3,459
9.65
20,473
941
4.59
99
4,739
31
0.65
1,671
8

2009
97,821
5,088
5.20
1,118
4
0.35
32,997
3,399
10.3
20,998
856
4.07
114
4,372
27
0.61
3,091
18

2010
98,645
5,631
5.70
1,084
6
0.55
34,069
3,700
10.86
22,504
982
4.36
85
4,365
17
0.38
2,164
9

2011
93,292
6,603
7.07
1,103
6
0.54
32,294
4,403
13.63
22,782
1,173
5.14
86
1
4,226
43
1.01
1,984
5

70
11
15.71
527
67
12.71
30,522
634
2.07
560
1

66
14
21.21
620
56
9.03
33,961
714
2.10
484
-

70
12
17.14
645
94
14.57
33,170
810
2.44
489
1

77
17
22.07
575
89
15.47
29,736
866
2.91
429
-

주 : 박은주(2012), p. 51, <표 4-4> 참조,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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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철․김치경(2012)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 건설업에서의 재해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건설산업 재해 발생자는 22,998명이었으며, 사망
자 수는 60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
자의 재해자 수는 901명이고, 사고사망자와 질병사망자는 37명으로 이는
전체 재해사망자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에 최근 2년간 건
설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이다. 그러나 총 근로
자 수에서 재해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2008년 전체 재해율은 0.64%이나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약 10.26%이다. 2009년에도 각각 0.65%와 9.81%
로 외국인근로자의 사고 비율이 훨씬 높다.”3)
이돈철․김치경(2012)의 연구에 의하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산
업재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근
로자의 산업재해율이 내국인근로자 산업재해율보다 15∼16배 정도 높았
다(박은주, 2012 : 37).
“김건우(2012)4)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분
석하였다. 우선 2009년 건설업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근로
자는 내국인근로자보다 재해율이 높으며, 특히 사망률에 있어서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재해위험이 높은 현장 종사
자가 많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피하는 유해․위험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건설업 재해 사례들을 심층 검토한 결
과 작업방법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무지, 단종 업체 현장소장의 무리한
작업 진행, 안전보건교육이 시간 손해라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하였다”(박은주, 2012 : 37).

2.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특성
소규모 건설사업장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적․제도

3) 이돈철․김치경(2012),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분석과 안전관리 방안
에 관한 연구｣, 2012년 대한안전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17.
4) 김건우(2012),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 및 예방대책｣,
충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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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조직 특성과 기능, 생산성 등이 중․대규모 건설현장과 다르다.
가. 중소규모 건설현장 공사금액 규모별 산재발생 현황

최근 5년간(2007～2011) 건설업의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재해자 수가 건설업 전체 재해자 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6%(2007년)에서 74.1%(2011년)으로 6.5%포인트 증가하였다. 같은 기
간 동안 재해사망자 비중도 44.2%(2007년)에서 52.7%(2011년)로 8.5%포
인트 증가하였다(표 2-5 참조). 반면에 같은 기간(2007〜2011) 20억〜120
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 수 비중은 18.4%(2007년)에서
14.3%(2011년)으로 4.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재해사망자 수 비중도
20.7%(2007년)에서 17.6%(2011년)로 3.1%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2-5> 연도별․공사규모별 재해발생 현황(2007∼2011)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3억 미만

7,623
(39)

167
(26)

8,106
(39)

202
(29)

8,653
(41)

174
(29)

9,564
(42)

173
(28)

9,853
(43)

196
(32)

3억∼20억
미만

5,489
(28)

121
(19)

6,005
(29)

119
(17)

5,762
(27)

100
(17)

6,532
(29)

135
(22)

7,035
(31)

131
(21)

소계

13,112
288 14,111
321 14,415
274 16,096
308 16,888
327
(67.6) (44.2) (67.7) (46.5) (68.6) (45.2) (71.5) (50.4) (74.1) (52.7)

20억∼120
억 미만

3,566
(18)

135
(21)

3,759
(18)

166
(24)

3,444
(1%)

111
(18)

3,385
(15)

97
(16)

3,266
(14)

109
(18)

120억
이상

2,103
(11)

178
(27)

2,320
(11)

171
(25)

2,210
(1%)

189
(31)

1,793
(8)

170
(28)

1,693
(7)

148
(24)

분류
불능

604
(3)

50
(8)

645
(3%)

32
(5)

929
(%)

32
(5)

1,230
(5)

36
(6)

935
(4)

37
(6)

전체

19,385
(100)

611 22,782
(100) (100)

621
(100)

651 20,835
(100) (100)

690 20,998
(100) (100)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

606 22,504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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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 동안(2007〜2011) 12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 수 비중은 10.8%(2007년)에서 7.4%(2011년)로 3.4%포인트 감소
하였으며, 재해사망자 수 비중도 27.3%(2007년)에서 23.8%(2011년)
3.5%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난 5년간(2007〜2011)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
모 사업장의 재해자 수 및 재해사망자 수 비중은 증가한 반면 20억원 이
상 공사에서는 각각 감소함으로써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의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 특성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인ㆍ허가 관계나 정부의 각종 안전규제 대상
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
관리자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항
[별표 3]에 의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만 적용되어,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중소 건
설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안전의 사각지대이다. 또한 건설
업 특성상 복잡한 도급체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구성을 보면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등을 포함하는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건축물이
나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공사 등도 소규모 건설공사 범
주에 포함된다. 그 중에서 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는 한국전
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계약, 실적 등
통계관리를 하고 있어 공사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이나 구조물
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공사의 경우 사고발생 시 재해통계에는
잡히지만 공사 현황 등 실제 현장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재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 없이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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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
다. 건설업 공사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5)

2011년 건설업 공사규모별 사업장 수, 재해자 수, 재해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1, 표 2-6 참조).
전체 건설사업장 283,861개소 중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규모에 90.6%
(256,998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산재 미가입 사업장을 포함해 연
간 생성․소멸되는 신규 건설공사장 수는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
되며, 이 중 2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6) 건설업
근로자 전체 3,087,131명 중 20억 원 미만 사업장에 29.8%가 취업하고
있는 데 비해, 건설업 재해자 전체 22,782명 중 2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74.1%가 발생하였다. 재해율 역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높게 나타나는
데, 전체 평균(0.74%)에 비해 3억 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은 2.9배(2.16%)
이고, 3억〜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2.0배(1.51%)로 소규모 현장
일수록 재해율이 높다. 사망 재해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621명의
사망자 중 2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52.7%를 차지하고 있다. 재해사망만
인율을 살펴보면 건설업 전체 평균(2.01)에 비해 3억 원 미만 영세 건설
현장은 2.1배(4.30)이고, 3억〜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1.1배
(2.28)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재해사망만인율이 높다.

5) 심규범(2013),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6) 고용노동부(2011), ｢산업재해현황분석｣; 고광훈(2011),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현황 및 문제점｣, 건설안전정책 세미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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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건설현장의 공사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비교(2011)
(단위 : 개소, 명, %)

계 또는
평균
사업장 수
구성비
근로자 수
구성비
재해자 수
구성비
사망자 수
구성비
재해율
사망만인율
사업장당
재해자 수

3억원
미만

3억～20
억원
미만

283,861 216,225 40,773
100.0
76.2
14.4
3,087,131 456,241 464,516
100.0
14.8
15.0
22,782 9,853 7,035
100.0
43.2
30.9
621
196
131
100.0
31.6
21.1
0.74
2.16
1.51
2.01
4.30
2.82
0.08

0.05

0.17

20억～
120
억원
미만
13,739
4.8
509,059
16.5
3,266
14.3
109
17.6
0.64
2.14
0.24

120억～ 300억～ 500억～
1,000억
300억원 500억원 1,000억
원 이상
미만
미만 원 미만

분류
불능

3,056 1,077 1,313 1,031 6,647
1.1
0.4
0.5
0.4
2.3
320,050 202,837 352,893 760,332 21,203
10.4
6.6
11.4
24.6
0.7
658
295
349
391
935
2.9
1.3
1.5
1.7
4.1
44
23
36
45
37
7.1
3.7
5.8
7.2
6.0
0.21
0.15
0.10
0.05
4.41
1.37
1.13
1.02
0.59 17.45
0.22

0.27

0.27

0.38

0.14

주 : 현재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있는데 이 과정
에서 대규모 현장의 근로자 수는 과대평가되고,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 수는 반
대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통계 DB｣.
[그림 2-1]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높은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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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상사고 사망자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7) : 재해발생 형태별 특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매년 업무상사
고 사망자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1년 자료
의 경우, 상세 분석에 포함된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500명으로, 질
병 사망자와 보상 시점이 다른 사망자는 제외되어 재해 통계의 사망자
621명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 577명과도 차이가 있다). 동 자료는 업무상
사고 사망에 국한된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보다 상세한 특성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일반 재해에 비해 미신고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1) 공사 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분포

2011년 건설공사 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자(500명)는 20억 원 미만 건
설공사에서 55.6%, 20억～50억원 미만 공사에서 9.2% 등으로 소규모 현
장에 집중되어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건설업의 공사 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분포(2011)

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2011년 사망재해 원인 분석(업무상사고)｣.
7) 2011년도에 발생(재해발생일 기준)하여 2012년 3월 31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해 보상받은 업무상사고 사망자 1,158명 중 1,154명을 분석하였다. 산업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 조사된 중대재해 보고서와 산업재해보상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2011년 사망재해 원
인 분석(업무상사고)｣, 참조; 심규범(2013),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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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형태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분포

2011년 전 산업 업무상사고 추락 사망자(400명) 중 건설업이 66.2%
(265명)를 차지하고 있다(표 2-7 참조).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자(500
명)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53.0%(265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
업에서 추락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표 2-7> 산업별 재해발생 형태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분포(2011)
(단위 : 명, %)

유해 화재, 폭발 등의
신체 위험 특정사고
폭력
분류
물질
전체
기타
반응
전류
환경
행위
불능
전도 충돌 낙하 협착 붕괴 압박
화재
추락
기타 동작 노출
접촉 기타
전복 접촉 비래 감김 도괴 진동
폭발
접촉
(감전)
물체 및 설비에 접촉

전체

1,154 400 94 232 63 121 66

0

0

1

73

56

40

0

8

0

0

제조업

318 62

33

40

21

77

9

0

0

1

16

42

17

0

0

0

0

건설업

500 265 24

61

26

20

52

0

0

0

22

8

21

0

1

0

0

구성비(%)
전체

100.0 34.7 8.1 20.1 5.5 10.5 5.7 0.0 0.0 0.1 6.3 4.9 3.5 0.0 0.7 0.0 0.0

제조업 100.0 19.5 10.4 12.6 6.6 24.2 2.8 0.0 0.0 0.3 5.0 13.2 5.3 0.0 0.0 0.0 0.0
건설업 100.0 53.0 4.8 12.2 5.2 4.0 10.4 0.0 0.0 0.0 4.4 1.6 4.2 0.0 0.2 0.0 0.0
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2011년 사망 재해 원인 분석(업무상사고)｣.

3) 건설공사 규모별 추락 사망자 분포

건설공사 규모별 추락에 의한 업무상사고 사망자 분포는 2011년의 경
우 4,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사에서 32.1%로 가장 많고, 다음은 5
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공사(18.9%), 4,000만원 미만 공사(13.2%)로, 20
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64.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3 참
조). 이는 동 규모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29.8%)의 두 배를 넘는 수치
로 소규모 현장이 추락 재해예방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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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건설공사 규모별 추락에 의한 업무상사고 사망자 분포(2011)

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2011년 사망재해 원인 분석(업무상사고)｣.

4) 추락 사망자의 발생형태별 분포

2011년 전 산업 업무상사고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400명)의 발생형태
별 분포는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의 추락이 35.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건물 대들보나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의 추락(22.6%)의 순이다(그림
2-4 참조). 이와 같은 통계는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 의한 추락재해 예방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2-4] 추락의 세부 발생형태별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자 분포(2011)

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2011년 사망재해 원인 분석(업무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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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분포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2011년의
경우 전체 산업 업무상사고 사망자(1,154명)의 14.5%(167명)를 차지하고
있다(표 2-8 참조).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자(500명) 중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
에 의한 사망자는 24.2%(12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의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121명)는 전체 산업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167명)의 72.4%이다.
이와 같은 통계는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8> 산업별 불안전한 행동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분포(2011)
(단위 : 명, %)

설비․
기계
및 물질의
전체
부적절한
사용․
관리

구조물 등
그밖의
위험
방치 및
미확인

작업
무모한 복장,
작업
수행 불안전
또는
보호
수행
소홀 한 작업
불필요한 장비 기타
중
및 절차 자세
행위 및 부적절
과실
미준수
동작 한 사용

분류
불능

전체

1,154

175

214

297

0

222

42

167

27

10

제조업

318

98

35

107

0

42

5

20

8

3

건설업

500

49

149

131

0

30

11

121

7

2

전체

100.0

15.2

18.5

25.7

0.0

19.2

3.6

14.5

2.3

0.9

제조업

100.0

30.8

11.0

33.6

0.0

13.2

1.6

6.3

2.5

0.9

건설업

100.0

9.8

29.8

26.2

0.0

6.0

2.2

24.2

1.4

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27.6

56.0

16.4

36.0

0.0

18.9

11.9

12.0

29.6

30.0

건설업

43.3

28.0

69.6

44.1

0.0

13.5

26.2

72.5

25.9

20.0

가로 구성비

세로 구성비
100.0 100.0 100.0

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2011년 사망재해 원인 분석(업무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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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의 규모별 분포(2011) :
전체 산업
(단위 : 명, %)

전체

5인 10인 15인 30인 50인 100인 200인 300인 500인
～
～
～
～
～
～
～
～
～
5인
미만 10인 15인 30인 50인 100인 200인 300인 500인 1,000인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사망자 수

167

54

36

15

17

15

9

10

4

5

1

구성비

100.0 32.3

21.6

9.0

10.2

9.0

5.4

6.0

2.4

3.0

0.6

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2011년 사망재해 원인 분석(업무상사고)｣.

6) 사업장 규모별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분포

2011년 전체 산업의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업무상사
고 사망자(167명)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32.3%(5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인 이상 10인 미만(21.6%), 15인 이
상 30인 미만(10.2%), 10인 이상 15인 미만(9.0%) 순으로 30인 미만 소
규모 사업장이 73.1%를 차지하고 있다(표 2-9 참조).
<표 2-8>과 <표 2-9>를 종합해 보면 ‘복장,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
에 의한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규모 현장이 많고, 근로자의 이동이 잦은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3대 기초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의 효
과적인 공급 및 관리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중소 건설사업장 건설현장의 특성
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일반적 특징

대규모 건설현장과 비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건
설공사의 보편적 특성인 한시적 이동성이 더욱 심화된 결과로서 구체적
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재해자의 지속적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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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각종 제도상 안전규제 대상에서 제외
-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민간기관 기술지도에 의하거나 또는 아예 규제 수단이
없다.
- 공사 시공 주체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주의 안전투자 의식
이 매우 취약하다.
- 건설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주체(부처)는 다양하나 고용노동
부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모든 건
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현장 수가 연간 70여만 개로 매우 많다.
- 공사 기간이 대부분 6개월 이내로 짧아 현장 파악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취약하다.
- 산재발생 이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상의
모순
- 산재보험 미가입 건설현장이 다수로서 미가입 산재는 건설업 전체
산재의 20∼2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의식

대규모 건설사업장의 경우, 건설현장 사업주와 일상 관리자가 분리되
어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일상 관리자가 동일인이
어서 사업주는 자기 자신을 사업체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다음
과 같이 행동하기가 쉽다.
- 행동지향적(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부장적(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회사와 직원 양쪽을 위하여 일
이 잘 되도록 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 자기중심적(모든 것은 나와 내 회사가 중심이다)
- 사업장의 모든 것을 스스로 움직이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사업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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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기가 어렵다고 느껴 모든 문제를 혼
자서 처리하게 되므로 모든 것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사업주는 자기
에게 닥친 가장 긴박한 문제인 공사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 이외의
안전 등 모든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인식하게 된다.
-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낮은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외부 규제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안전
보건 접근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반면
에 이러한 특성은 사업체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빠르고도 효과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개별 현장방문에 의한 기술지도는 사업주에 대한 설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재해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005)
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영상의 특징

경영자, 즉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 중소 건설현장의 경영관리상의 특징
은 한 마디로 소수의 사업주에 의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영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안전보건 수준의 향상에 장애가 되는 구체적
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시공능력의 부족, 규제변화 등 외부 요인에 취약
- 취약한 재정으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기가 곤란
- 경영능력의 부족
- 사업상의 주요한 결정을 사업주 한 사람에게만 의존
- 극심한 수주 경쟁으로 과도하게 경쟁력이 잠식되는 등의 특징을 보
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건설현장은 실패 경향과 취약점
이 많아 도산의 위험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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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성
가. 산업안전에 영향을 주는 건설산업의 특성

건설 생산물과 생산과정에서 비롯된 특성이 산업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8)
첫째, 주문 생산 및 옥외 생산이라는 특성이다. 수주 여부와 기후 여건
에 따라 생산의 중단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어 근로자의 이동이 잦다. 이것은 개별 건설현장 구성원의 동질성을
약화시켜 정규직 및 현장 중심 접근방식의 효과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동의 범위를 포괄해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개별 현장
이 아닌 건설산업 차원의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및 고용구조의 특성이다. 동일한 현장에 다
수의 사업주가 동시에 참여하여 단일 사업주에 대한 접근방식의 효과성
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원수급자 이외에 직접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역할 강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작업조건이다. 생산에 활용되는 장비와
자재 및 도구가 무겁거나 고소 작업이 많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
해․위험 물질과 외부 기후에 대한 노출이 많으며, 젊은 층의 진입 기피
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산재발생 위험성이 높다. 산업안전 관리능력을 갖
춘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체 스스로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처하
고 있으나, 재해발생이 많은 소규모 현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시설이나 기초안전요소(안전모․안전
화․안전대 등 3대 보호구, 정기건강검진,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공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생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
데 선행 단계의 결함이 후행 단계의 산재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
공사 시공 이전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선행 단계에서 배태된
8) 심규범․문지선(201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참조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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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후행 단계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발주자의 영향력이 지대해 안전한 시공 방법, 적정 공기․비
용, 감독 등을 통해 시공 단계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발주자의 역할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표 2-10> 건설현장의 특성이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고려되어야 할 사항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

고려되어야 할 사항

주문 생산
및 옥외 생산

․이동이 잦은 비정규직․일시 ․‘초기업 단위’의 패러다임 전
적 사업장
환 필요
⇒ 정규직․개별 사업장 중심 ․특히, 소규모 현장에 대한 대
의 제도와 괴리
책 필요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및 고용
구조

․다양한 사업주 간 역할 분담
․다수의 다양한 사업주 참여
필요
⇒ 단일 사업주 접근방법으로
․직접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
는 한계
의 역할 강화 필요
․근로자 수 파악 곤란
․실제 근로자 수 파악 및 대
⇒ 통계의 신뢰도 저하
입 필요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작업
조건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보건
․피로 증가, 외부 기후 및 유해
측면에서의 재해예방 활동
물질에 노출, 다수의 고소 작
강화 필요
업, 고령화 심화
․안전시설이나 보호구 공급
⇒ 산재발생 가능성 증가
중요

계획․설계․시
공․유지관리
등의 생산 프로
세스로 진행

․상위 단계 문제점은 하위 단계 ․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 등의
로 전달
단계에 산업안전 전문가 참
⇒ 시공 이전 단계의 문제점 여 필요
으로 인해 시공 단계에서 ․가설공사 설계도면 작성 의
의 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무화

발주자의 지대한
영향

․안전한 시공 방법, 적정 공사 ․발주자 역할의 적정성 검토
기간 및 비용, 감독 등
필요
⇒ 여건 미흡시 치유 불능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강구

주 : 심규범․문지선(201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한국건
설산업연구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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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소 건설현장의 특성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산업안전에 매우 부
정적인 요소가 많다. 근로자의 이동 빈도가 높고, 투입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거의 전무하며, 안전관리자도 없다. 또한 발주자와 사업주의 안
전의식이 낮고, 안전에 대한 설계 반영이 거의 없으며, 사업주의 면허 보
유도 대부분 무면허 또는 면허 대여인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산업안전보
건관리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특성은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관
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규정되지
않고는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표 2-11 참조).
<표 2-11>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취약성
건설현장(비정규직 중심)

소규모 현장
(20억원 미만)

중규모 현장
대규모 현장
(건축 20억～120억 원 미만, (건축 120억 원 이상,
토목 20억～150억 원 미만) 토목 150억 원 이상)

근로자의 이동 빈도

높음

중간

낮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모

거의 없음

중간

높음

산업안전 역량 보유 정도

안전관리자 부재

소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다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발주자․사업주의 안전
의식

낮음

중간

높음

안전에 대한 설계 반영

거의 없음

일부

중간

사업주의 면허 보유 여부

면허 대여․무면허
다수

대체로 면허 보유

면허 보유

고용관리 및 신고 수단

종이서식 + FAX
송부

전자카드 +EDI 송부

생체인식 등 + EDI
송부

산업안전보건관리 가능성

낮음

중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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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상 특징

소규모 건설현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대규모 건설현장이나 대형 건설
업체에 비해 안전관리를 추진하기에 극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중소 건설현장의 특징을 안전관리 측면에서 다시 정리하
면 전체 건설재해에서 점유 비중은 매우 큰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기능은 매우 취약하고, 이 기능을 독려 및 강화시킬 방안이나 경로가 매
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 안전관리대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전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의 약 70%를 소규모 건설현장이
차지하고 있다.
-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3억 원 이상 120억 원
(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는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으로, 1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정부의 각종 안전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외부 규제에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안전보건 평가자나 진단
기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 현재 3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533,929개소(2011년도 누적 현장 수)
이고,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52,072개소(2011년 누적 현장 수)
로 현장 수가 많아 안전보건공단 및 기술지도 위탁기관에 의한 지도
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 수는 미미하다.
- 건설현장별 안전관리 수준 편차가 거의 없어 소규모 현장의 안전시
설이 대부분 미비하다.
- 4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
에서는 대부분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
- 산재보험 미가입 건설현장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많다.
- 기술지원 및 자료 보급 등 지원제도가 있으나 현장의 무관심, 정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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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약으로 인해 접할 기회가 적다.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여 근로
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다.
- 대부분 감독자․감리자가 배치되지 않아 안전관리업무를 도외시한다.
- 공사 기간(공기)이 일반적으로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3개
월 내외,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끝날 정
도로 공기가 짧아 공사현장 발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
기 어렵다.
-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잦은 이동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
리가 어렵다.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
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의무9)가 없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지정,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거의 없으며, 안전보건에 대
한 수혜자인 근로자에게도 홍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
전보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문제에 경험이 부족한 초보인 경우가 많고,
소규모 현장은 기계나 장비가 아닌 대부분 인력에 의한 작업이 이루
어지는 데 반해 건설안전 전문가나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
라. 중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접근 방향

이상에서 고찰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특징, 사업주의 의식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
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7.12 개정). 1.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
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된 사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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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영상의 특징, 안전관리 기능 수행상의 특징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안전관리 접근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적인 산업안전보건의 원리가 채택되어야 한다

중소규모 현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책임의 합리적인 분담, 안전조
직으로부터 시작하는 재해예방의 일반적 원칙, 제3자 감시원칙, 자율안전
관리능력의 배양 등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주문 생산인 건설상품 생산방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생산 조건 중 중요한 사업주(시공자)의 선정, 공사 기간,
공사금액 등 가장 중요한 생산 조건을 발주자(건축주)가 결정하며, 궁극
적으로 산안법에 의한 사업주의 사업 결과는 발주자를 위한 것이며, 원
도급 자 외에도 감리자, 설계자, 하도급자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수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안전에 미치
는 영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3) 규모의 격차에 따른 장애요인과 수월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중소업체가 수행하는데, 대형공사나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를 포함한 제반 관리능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실제로 이제까지
많은 대책들이 도입되었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건설산업의 생
리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지와 실효성이 미흡하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찾
아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집행 방안은 산업안전보건조직 이외의 일반 조직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조직만으로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수십만 개의 건설
현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
장의 파악과 지도․감독의 경로와 접점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건설
공사 인허가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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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산재예방/산업안전보건정책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장기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과제를 체
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는 정부(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산재예방계획의 개요와 그 중에서도 건
설업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가. 산재예방 6개년계획(1991〜1996)
1) 개 요

정부(고용노동부)는 1990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8
조에 의거하여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1991～1996)｣을 수립하
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재해율 1.76%(1990년)을 6년 후에는 0.93%(1996
년)으로 크게 낮추어 선진국 수준인 1% 이하, 사망재해 만인율은 1.50
이하가 되도록 목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획 기간 동안 총 4,431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연간 195,000명으로 추정되는 산재근로자의 발생을 감소
시킴으로써 인명 보호와 함께 1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 하였다.
이 계획은 ‘기업의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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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건설업 등 옥외형 산업재해예방 추진’ 등 10개 부문의 주요 추진
사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45개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구성되었다(표
3-1 참조).
이 계획은 기업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현황에 맞는 전담 조직을 두어 안전관리체제를 총괄하게 하고, 업종별
또는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시설융자금 1,5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사전인가제 실시 및 안전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였다.
<표 3-1> 산재예방 6개년계획(1991〜1996)의 주요 추진사업
주요 추진사업
가.
나.
1. 기업의 자율적
다.
재해예방활동
라.
강화
마.
바.

세부 추진사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사내 안전보건관리의 체계적 추진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
업종별 노사단체의 예방활동 지원
자율 안전보건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2. 위험기계․설비 가.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의 일관된 안전 나. 유해․위험 설비의 안전보건 확보
다. 양질의 보호구 및 안전장치 개발 보급
성 확보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장 관리 강화
나. 안전보건기술 집중지원 및 지도
3. 중소기업의 재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사업주단체에 안전․보건 전담부서
해예방 지원 강
설치 권장
화
라.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기준 설정 및 하도급 조건의 적정
성 도모
마. 업종․종류별 총체적 안전관리대책 추진
가. 총괄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4. 건설업 등 옥외
나.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실시
형 산업재해예
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재해방지 기준 개발 시행
방 추진
라. 업종별 기술지도 강화 및 기술자격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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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주요 추진사업

세부 추진사업

가. 재해유형별 방지대책 추진
5 . 중대재해예방
나. 중대재해 조사 철저
철저
다. 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가.
6 . 작업환경개선 나.
및 근로자 건 다.
라.
강관리
마.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도별 구분관리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내실화
주요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지속적 관리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개선
보호구 검정 및 신종 직업병 예방대책 개발 지도

가.
나.
7. 재해예방기술의
다.
연구․개발체제
라.
확립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연구
직업병예방 등 유해물질 대책의 종합적 연구
사업장 재해조사, 통계, 분석기법 연구 및 보급
유해․위험 기계․기구별 보호구 및 안전장치의 시험모델
개발
마. 연구개발 조직확충

가. 법정 직무교육 강화
나. 전문인력양성 확대
다. 기술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로 기능 습득과 동시 산업안전보
8 . 재해예방교육
건 의식 정착
및 안전보건
라. 고령․여성 등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식 고취
마. 안전보건교육의 표준화
바. 법정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 교육시설 확충
아. 범국민적 교육체계의 구성
9. 지도감독체제의
정비 및 정책집
행의 효율성
도모

가.
나.
다.
라.

재해예방정책 수립기능 보강
사업장 지도감독체제의 일원화
전문재해예방 단체의 활동강화
행정조직 및 시설, 장비의 확충

10. 안전보건분야 가. 안전보건에 관한 국제기술정보센터 설치 운영
의 국제화
나. 국제안전보건기준의 적합성 검토
다. 국제안전보건기구 가입 추진
추진
자료 : 노동부(1991), ｢제1차(1991～1996)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인명존중산업풍
토구현-｣, pp.13〜42.

아울러 건설업 등 옥외형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일 작업장 내
사업주 간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하며, 신도시 및 지하철 등 대단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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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전담반을 구성․운영
하도록 하였다.
2) 건설업 등 옥외형 산업재해예방 추진

하도급체제의 복잡성, 작업장의 유동성, 근로자의 고용형태(일용직) 등 옥내
산업에 비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업 등 옥외형 산업의 산재예방을 위하
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 추진방향
- 공동안전보건관리 추진을 위한 총괄 안전관리체제 기반 조성
- 산업별 재해방지 기준개발 실시
- 옥외 산업별 기술지도 강화 및 자료개발 보급
○ 세부 추진사업
가. 총괄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 동일작업장 내 사업주 간의 협력체 구성 운영
- 공동안전보건관리 추진
․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장 순회점검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나.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실시
- 무자격자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제한
․ 대상 작업 : 발파작업 외 13개 작업
․ 국가기술자격 또는 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취급금지
․ 면허발급 대상 양성교육 실시(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항타발
기)
․ 사업내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 인력양성 확대
- 위험작업자에 대한 기술습득 교육기회 부여(지보공, 거푸집, 비계,
잠수작업 등)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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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재해방지기준 개발 시행
건설업 : - 공사 전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및 가설공사 안전기
준 제정
건설업 : - 유해다발 기계․기구별 사용정지 및 작업중지 조치의
확대
라. 업종별 기술지도 강화 및 기술자격 개발․보급
- 신도시 및 지하철 등 대단위 건설현장 집중관리
․ 상주 및 전담반 편성 지도․감독 강화
- 안전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자료의 개발․보급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건설재해
․ 용접․용단작업 화재․폭발작업
․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 재해
○ 기대효과
전체 산업재해의 23% 이상, 전체 재해사망자의 42.6% 이상을 차지하
는 건설업 등 옥외형 산업의 재해를 집중적으로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
해율 감소 목표 달성에 기여.
나. 산재예방특별사업(1995～1997)
1) 개 요

산재예방특별사업은 1995〜1997년까지 3년 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하
여 1998년도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0.7%로 감소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자 수를 1993년의 약 9만 명
수준에서 1998년에는 5만 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직접손실
비(산재보상보험금) 지출을 연평균 1,400억 원씩 3년간 4,200여억 원을
감소시키며, 간접손실비(경제적 손실) 또한 연평균 7,000억 원씩 3년간 2
조 1천여억 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산재예방특별사업 3,000억 원 투자에
대한 효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는 ① 기업의 자율적 산
재예방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산재예방특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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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산재예방 특별사업계획(1995〜1997)의 주요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소요예산

- 9개 위험업종 50인 미만 사업장(6,380개소)
638억원
․설비 소요비용의 50%(500만원 한도)는 보조,
50%는 융자
1. 영세기업 산업안 - 프레스 등 위험 기계․기구 사용 중소기업 안 163억원
전 설비 개선지원 전․방호장치 설치 비용의 50%(500만원 한도)
(1,670억원)
지원(4,000개소)
- 위험 기계․기구 신규 구입자금을 융자지원 869억원
(3,700개소)하고 개선자금지원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2억 원 → 3억 원)
- 건설현장 안전설비 리스 제도 도입, 20억 원 미 9억원
만 건설현장 안전설비 대여(13,000개소)
2. 재해와 직업병 발
86억원
- 화학공장 위험관리센터 운영
생률이 높은 특수
- 유해공정보유 영세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 800억원
업종의 안전투자
(4,000개소)
지원(895억원)
․설치개선비용의 50%(1,000만원 한도)는 보조,
50%는 융자

3.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
(407억원)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260억원
․안전관리 지원(33,000개소), 작업환경 측정, 특
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 지원(15,000개소)
57억원
- 이동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
- 물질별 안전․보건자료(MSDS)제도 운영
38억원
- 안전․보건 종합통신서비스체제 구축
52억원

자료 : 노동부 산업안전국(1994), ｢산재예방특별사업계획｣.

기 위하여 규모별․업종별로 취약 부분을 선정하며, 전체 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중소기업에 산재예방특별사업의 자금을 집중 투
자하고 ② 산재예방특별사업 수행 기간 중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사업을 최우선 선정하고,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업
병 예방사업도 지원하는 것이다.
2) 건설현장 안전설비 리스 제도 도입(9억 원)

산재예방특별사업 계획 중 ‘건설현장 안전설비 리스 제도 도입’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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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는 건설재해의 57%를
점하고
․재해율도 5.80%로 건설업 평균 재해율(1.44%)보다 4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 건설재해 원인분석 결과 안전시설의 미설치 또는 안전기준에 미달
하는 불량 안전시설에 따른 재해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
급함.
* 독일자문단(안전공단) 및 일본자문역(삼성건설) 등도 한국의 건
설현장 안전시설은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
- 건설현장 안전설비리스제도를 도입하여 규격화된 각종 안전설비를
제작하여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실비로 대여하
고
․시공업체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안전관리비
에서 지불토록 하여 안전설비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효과
와 안전관리비 사용을 유도
- 건설현장 안전설비리스는 공단 등 관련 법인이 담당하여 공사 종료
시 회수, 보수․관리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은 대기업이 자체 리스제를 도입하여 하청업체에
대여토록 함.
3) 이동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57억 원)

산재예방특별사업 계획 중 ‘이동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 사업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특수제작한 대형버스에 공사종류별 특성에 맞는 교재 및 시청각 기
자재 등 건설안전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이동건설안전
교육센터를 운영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을 순회, 이동교육을 실시하여
일용 미숙련근로자의 재해를 예방
* 센터 설치 내용 : 강의용 의자, 토론용 탁자, 시청각 기자재, 각
종 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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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1997〜1999)
1) 개 요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이 1995년 세계 11위로 부상하고 1996년
도에는 OECD에 가입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
입하려는 시점에 와 있으나 심각한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
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없으며, 정부
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의 세계화 전략에 있어 산업안전 선진화는 무
엇보다도 시대적 과제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1996년 2월 3일 대통령이 ｢산업안
전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3년 내에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
기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언급함에 따라 ‘산업
안전 선진화’가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산업안전 선진화’란, 국민소득과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산업안전이 사
회적 적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국민총생산(GNP)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내의 주요 선진산업국의
수준을 적정 산업안전 수준이라 가정할 때, 산업재해율 및 강도율 등 각
종 산재지표상의 재해지수와 재해예방 기술수준 등이 주요 선진국 수준
에 도달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 바탕 위에 안전에 대한 가치가 삶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는 안전
문화(safety culture)가 정착되고, 기업에서는 노사 간 안전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참여와 협력에 의한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되며, 안
전법령․제도․지원체계 등이 합리적으로 실효성 높게 완비된 수준이라
고 볼 수 있다(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1996. 5. 31. p.7).
산업안전 선진화 추진 목표는 2000년에 재해율 0.5%, 사망만인율 1.0
달성으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인 세계화와 선진 복지국가 진입에 걸림
돌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다10).

10)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1996),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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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2000년) : 재해율 0.5%, 사망만인율 1.0 달성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보람의 일터 마련
◇ 인명존중 이념에 바탕을 둔 안전 제일의 가치관 확립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은 8대 부문의 3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되어 있다(표 3-3 참조).
8대 부문은 1. 노사공동 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 2.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3.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4. 추
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재해 근절, 5.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점지원, 6.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 역할 제고, 7. 안전 제일의 생활화, 8. 산
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등이다.
<표 3-3> 산업안전 선진화 중점 추진과제
세부항목

1. 노사공동 책임하에 사
업장 안전관리 정착

가.
나.
다.
라.
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노․사단체의 재해예방활동 촉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평가제 시행
산재예방 우수사업장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대기업의 협력업체 재해예방활동 지원강화

2.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가.
나.
다.
라.
마.

안전성 검사․확대 및 안전인증마크제 시행
위험 기계․기구 안전제조책임제 시행
안전성 결여 프레스 교체․개조
위험설비안전센터 설치운영
안전보건산업 지원․육성

3.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가.
나.
다.
라.
마.
바.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취급과 사용체계 확립
작업환경 자율개선 지도
직업성암, 근․골격계 질병 등 신종 직업병 예방
근로자 건강증진
여성근로자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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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의 계속
분야

세부항목

4.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재해 근절

가.
나.
다.
라.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전관리비 제도개선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
종합적인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구축

5.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
점지원

가.
나.
다.
라.
마.
바.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집중지원
중․소 영세사업장 무료 기술상담․지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확대
재해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선진 재해예방기술 연구․개발․보급
재해예방 정보네트워크(network) 구축

6.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
성과 민간 역할 제고

가.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공급체계 구축
나. 재해예방단체 전문화․특화 유도

7. 안전 제일의 생활화

가. 범국민 안전문화 정착
나. 노․사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8.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가.
나.
다.
라.
마.
바.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불필요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정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인력 확충
산업재해통계제도 개선
산업재해예방사업 재원 확충

자료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1996),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건설안전은 ‘4.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재해 근절’ 분야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11)
가)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건설재해의 근원적 예방체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는 계획․설계․시공 등 연속적․복합적 단계를 통하여 이
11)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1996), 위의 글,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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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므로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일관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
획서의 작성 검토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를 배제한 채 시공자에게
만 의무화하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은 높이 31m 이상 건축공사,
깊이 10.5m 이상 굴착공사 등의 건설공사로서 1995년도에
2,200개소 심사 실시
- 부정형적이고 다양한 건설작업에 적합한 표준안전작업 절차가 없
어 전근대적 작업방법이 답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
※ 1개 건설현장에는 10～60여개의 각기 다른 전문 공사가 공존
하고 있음.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작업반장을 따라 건설현장을 수시로 옮겨
다니고 이직이 빈번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미숙련근로자의 채용 증가로 건설현장 재해발생의 주된 요인이 되
고 있는 실정임.
(2) 추진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 및 확인제도 개선
○ 사업주(해당 사업장 안전관리부서)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
※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건설분야기술사, 건설안전지도사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방지
대책 첨부
○ 산업안전공단은 심사 결과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도 통보
○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전문요원 보강
○ 확인검사 횟수 증대(연 2～4회에서 연 4회 이상) 및 지속적인 지
도․감독 실시
※ 일본의 사전안전계획서 심사제도에 확인검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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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안전 전담인력(안전전문 감독관 373명)
이 풍부하여 대부분 연 4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심사 및 확인검사 내용 DB화
□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이행지도
○ 건설공종별․공정별 안전작업절차서(메뉴얼) 작성 유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안전작업절차서 작성지도 및 확인
검사 시 이행 여부 확인
※ 일본의 경우 사전안전계획서 심사제도 내에 안전작업절차서
포함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작업절차서 작성기법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
- 비계, 거푸집, 흙막이지보공, 철골, 철근공사 등
- 모델 개발 시 시공자, 관련 부처․학계 관계자 참여
○ 사업장 감독 및 기술지도 시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이행 여부 확
인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안전관리 체계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에 안전보건사항 포함
- 수첩 교부 시 근로자의 교육이수․건강진단 여부 등을 기록 관
리
○ 지하굴착공사, 비계조립․해체작업 등 각종 건설분야 직업훈련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안전작업기술 개발 유도
○ 자동화․무인화 작업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추락․붕괴 등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의 안전작업기술
개발
․ 무비계 작업, 시스템거푸집, Half Slab 공법 등 보급
○ 매년 우수 안전작업기술 개발․사용 건설사업장 선발, 포상 추천
※ 건설공사의 신기술․신공법 개발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개발업체에 개발자금,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
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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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안전관리비 제도개선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의 합리화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을 표준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시공자는 이 비용을 근로
자의 산업재해예방비로 사용
- 항목별 사용 내역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설공사비와 안전시설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 건설공사 종류․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 상 액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 건설업 면허 개방에 따라 중소 건설사업장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
으나
※ 건설업체의 증가 1993년 : 1,600개소 → 1995년 : 2,958개소
- 안전업무 담당자의 안전관리 실무 지식 미흡으로 안전관리비의 실
행예산 편성이 어렵고 집행실적 또한 저조하며,
- 원․하도급 간 안전관리비 집행 범위도 불분명함.
(2) 추진 내용

□ 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로 안전과 관련된 공사비 항목 파악
○ 자재 및 노임 등의 각종 건설단가를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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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확대
○ 공사내역서 등을 검토, 가설공사비와 안전시설비를 구분, 안전관리
비 항목 대폭 확대
- 현행 60여개 항목 → 120여개 항목으로 확대
○ 안전관리 항목별 사용기준 조정
□ 안전관리비 편성기준 개발․보급
○ 개발부서 : 산업안전연구원(산업안전공단)
○ 주요 내용
- 주요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편성 기준
-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항목별 소요비용 점유율 산정
- 원․하도급업체 간 안전관리비 배분 지침 등
○ 도급 순위 100대 건설회사에 배포, 각종 건설현장 지도방문 시 이
행 여부 확인 등 준수 지도
다)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

□ 가시설에서의 추락․낙하․전도 등 재래형 재해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재해의 대부분이 가설공사에서 발생하고 있
으나
- 정부발주 대형 건설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설계도 및
시방서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작성한 도면에 의거 가설공사를 시
공하고 있고
- 미검정품 및 노후화된 가설기자재를 안전성 검증없이 재사용함으
로써 재해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고도화에 따라 공사용 가설기자재 사
용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추락․붕괴 등 재해 위험요인도 증
가되어, 가설기자재로 인한 건설재해는 1992년 전체 건설재해
의 34.3% → 1995년 50.4%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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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산업안전공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용 중인 가설기
자재 중 검정대상 품목의 50% 이상이 미검정품으로 조사됨.
○ 산업안전공단에서 19종의 건설 가설기자재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설기자재의 종류에 비해 검정대상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 검정 기준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검정인력도 부족함(전담
직원 1명).
※ 국내 가설기자재 생산업체 현황 : 61개소(1995년)
(2) 추진 내용

□ 가설공사 안전시설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 건설공사 종류별 표준안전시설 기준 제정
- 산안법 및 건설관련 법령상의 가시설 설계규정 보완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상세도와 상호업무의 연계성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시설 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 가설기자재 안전수준 향상
○ 검정대상 가설기자재의 품목 확대(현재 19종 → 30종) 및 재사용기
준 제정
○ 가설기자재의 품질향상 및 표준화 유도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 신규 개발품목 안전성 인증제 시행
□ 가설공사 안전모델의 개발 및 보급
○ 가설공사 관련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모델화
- 재해다발 공종인 거푸집, 비계, 흙막이, 터널굴착 등을 대상
□ 불량 가설기자재 유통 근절
○ 검정 가설기자재 생산 유도 및 수거검정 확대 실시
○ 기준 미달 또는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현장 공사중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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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적인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발주․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기술지도 수준향상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는 발주감독, 설계감리, 시공 등 3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
나
- 현행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제는 시공상의 안전관리 위주로
공사관련자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건설현장은 공사 진척에 따라 작업여건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지속
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나
-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의 건설 전문지도․감독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므로 전체 건설현장 5만여 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음.
○ 점검에 있어서도 관련부처(서)가 산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관
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안전관리능력 취약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기술자문 및 지원을 하는 ‘건설현장 기술지도’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 기술지도 대상에 비해 전문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기술지도가 부
실함.
○ 건설공사는 다수의 하도급에 의한 복합공사로서 개별 공정은 협력
업체별로 관리되고 있으나
- 협력업체 간 재해예방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추진 내용

□ 종합안전관리자(Total Safety Coordinator)제도 도입
○ 발주자가 감리자 또는 안전전문가 중에서 공사 지식 및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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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자를 종합안전관리자로 선임
-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에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안전작업절차서 준수, 발주․감리․설계자 및 원․하도급업체 사
이의 안전관리 이행조정, 안전관리기술지원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지도 등을 수행
- EU, 미국 등 선진국의 운영실태 조사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
용 방안 연구
- 자격, 선임 규모, 임무 등 제도 시행 근거 마련 및 업무범위, 업무
절차, 교육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공사 규모에 따라 종합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을 등급별 분류, 등록
관리
□ 건설현장 관계부처 합동점검제 실시
○ 상설 건설안전 합동점검팀 운영
- 고용노동부,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공단, 대학교수, 건설
사업장 안전전문가 등으로 건설안전 합동점검팀을 구성, 인력풀
제(Brain Pool)로 운영
- 공사 유형 및 점검 종류에 따라 현장점검 시 선별 활용
- 합동점검 시 공사감독․설계감리자 및 종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참여
□ 지역별․업체별 건설공사 협의체 구성 유도
○ 대상
- 지하철, 고속전철,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집단 건설현장에 있는 사
업장으로서 공사 종류가 유사한 사업장
○ 기능 : 상호 안전순찰(Safety Patrol), 안전정보 교류 등
○ 구성 방법 및 지원 내용
- 공사 진척도를 고려, 공사 종류별․지역별로 구성
-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운영지침 등을 개발․보급
- 현장근로자 무료 안전교육 실시, 교육자료 개발 등 협의체 활동
지원
□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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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지정요건 변경
- 상호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 건교부 등 관련부처 소속기관(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감리전문업체 활용
○ 전문기관의 업무 영역 확대 및 조건 완화
- 전문기관 업무 영역의 지역 제한을 폐지
- 업무지정승인은 전문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
□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수준 향상
○ 기술지도요원의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을 강화
- 일반건설부문 : 산업안전학과 졸업자 및 양성안전관리자는 점진적
으로 건설안전기사, 토목․건축기사로 대체
- 전기․통신부문 : 산업안전학과 졸업자 및 양성안전관리자는 점진
적으로 전기․통신기사로 대체
○ 전문기관의 시설장비 현실화
- 장비기준 중 불필요한 장비는 배제, 사용 빈도가 높은 휴대용 장
비의 보유 확대 및 현장 특성에 맞게 차별화
- 현행 기술지도기관의 시설기준 중 불필요한 장비실 기준은 폐지
하고 사무실 기준으로 일원화
○ 기술지도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산업안전공단에 관련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설, 기술지도요원 능력
향상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의 선정 기준 등의 현실화
○ 20억 원 이상 공사 기술지도 주기 조정 : 분기 1회 → 2개월에 1회
○ 기술지도요원 담당 사업장 수 조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건설현장은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
○ 현행 공사 기간과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수수료를 공사 기간과 공사 규모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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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0～2004)
1) 개 요

｢제1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0〜2004)｣의 전략 목표는 세 가지로 설
정되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은 5개 주요 정책과제와 12개 추진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다12).
제1차 산재예방 3개년계획의 전략 목표
전략목표 1.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켜 우리나라 산업
안전보건 수준을 선진국에 접근하는 수준까지 향상
전략목표 2. 노․사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법규가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
전략목표 3. 노․사․정 및 관련 단체․기관 등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각 주
체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주요 정책과제는 5개 부문으로 ‘Ⅰ.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
원’, ‘Ⅱ. 산업안전보건제도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Ⅲ. 노․사의 안
전의식 함양’, ‘Ⅳ. 공공-민간부문 간 합리적 역할설정과 협력체계 강화’,
‘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이다(표 3-4 참조).
제1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0∼2004) 중 건설업 재해예방에 관한 사
항들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정책과제 ‘1.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의
- 추진시책 ‘1. 중․소규모 사업장 최우선적 안전․보건 지원’ 중 추
진과제 ‘3)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 강화’ 그리고
- 추진시책 ‘2. 사망재해 다발 요인 특별관리’ 중 추진과제 ‘1) 건설
공사 안전관리 강화’ 와 ‘2) 사망재해 유형별 예방체제 구축’ 중
‘재래형 사망재해 근절’.
12) 고용노동부(2000), ｢제1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0〜200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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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의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
시책
주요 정책과제

추진시책
1. 중․소규모 사업장 최우선적 안전․보건 지원
1)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 제도개선
2) 소규모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3)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 강화
4) 제조업의 하도급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Ⅰ. 산업재해 취약부
2. 사망재해 다발 요인 특별관리
문 집중 지도․
1)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지원
2) 사망재해 유형별 예방체제 구축
3. 산재취약부문 안전․보건관리 강화
1) 산재취약 산업별 중점관리
2) 산재취약 근로자 집중관리
3) 직업병 취약부문 보건관리 강화
1. 사업장 내 서비스 위주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1)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2) 사업장 밖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2.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Ⅱ. 산업안전보건제
1) 작업환경관리의 내실화 추진
2) 기초 건강향상에 중점을 둔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전개
도 선진화 및 서
3) 근로자 건강관리의 강화
비스 질 향상
4) 중화학설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5) 위험기계류 자율인증마크(S마크)제도 활성화
6) 산업재해통계의 과학적 기반 조성
7) 안전․보건 국제협력 다각화 및 동향 파악 강화
1. 가정-학교-사회를 연결하는 평생안전교육체제 구축
1) 평생안전교육체제 구축
2)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내실화
Ⅲ. 노․사의 안전의
3)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및 민간부문의 안전․보건활동
식 함양
지원
4) 대국민 홍보 및 자료 개발․보급
2. 법 준수 풍토 구현
Ⅳ. 공공-민간기관간 1. 공공-민간기관 간 고유기능 중심의 역할 재설정
역할 설정과 협 2. 안전․보건행정 지도․감독기능 강화
3. 재해예방기관 간 효율적인 정보공유체제 확립
력체계 강화
1. 안전․보건 법령상의 중복 규제 해소
Ⅴ. 사업장 안전보건 2. 노․사 자율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관리체제 효율화 1) 노․사 공동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활성화
2) 자율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2000),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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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시책 ‘3. 산재취약부문 안전․보건관리 강화’ 중 추진과제 ‘1)
산재취약 산업별 중점관리’ 중 ‘건설업․운수업 등의 보건관리대
책 추진
2)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 강화13)(중․소규모 사업장 최우선적
안전․보건 지원 추진시책 중에서)

1998년도 한 해 동안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안전․보
건조치 소홀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244명으로 건설업 전체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망 근로자 수 523명의 거의 절반(46.7%)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술자료 보급 등 안전기술 지원이 일반 건설업체 위주로 실시되
어 전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
한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상호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년 5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리
법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한 결과 영리 법인의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
여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함으로써 기술지도의 질 저하가 우려
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해 재해다발 공종별 작업안전절차서 등 안
전․보건기술자료 보급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
소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제도를 합리화하고 부실 지도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기술지도요원에 대한 능력향상교육 등 기술지도의 질
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14)(사망재해 다발 요인 특별관리 추진시책 중에서)
가) 사망재해 취약요인별 재해예방 추진

건설업은 생산의 특성상 작업 공정이 수시로 바뀌고 고소작업 등 위험
작업이 많아 근로여건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하다. 전 산업에서 사망
재해 점유율이 가장 크고(전 산업 사망재해의 29.4%), 특히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가 큰 비중을 차지(건설업 사망재해의 40.5%)하고 있으며, 콘크
13) 고용노동부(2000), 위의 글, pp.45〜46.
14) 고용노동부(2000), 위의 글,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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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타설 과정에서 거푸집동바리의 설치 부실로 인한 붕괴재해는 주로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고용노동부, ｢’98 산업
재해분석｣, 1999). 또한 최근 새로운 건설공법이 개발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중 유해․위험물질 취급에 따른 질식 및 화재․폭
발 위험성에 근로자들이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추락재해의 주요 기인물인 8대 가시설물(작업발판, 개구부덮개,
안전난간, 이동식비계,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
비)에 대한 집중 점검제를 실시하고, 안전대 부착이 어려운 작업장소에
서도 안전대 착용이 용이하도록 위험장소별 안전대 부착설비 모델을 개
발․보급한다. 또한 붕괴재해 예방을 위한 거푸집동바리 안전기술지원과
질식 및 화재․폭발 재해위험요인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나) 건설공사의 여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제 구축

최근 건설 시공에 신공법․신기술이 도입되고, 공사가 대형화․고층화
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
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계 임대차 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서 리프트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일부 기계가 누락되어 있고, 건설
기계를 임차․사용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편 표준안전관리비 제도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신공법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임차․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 기계의 범위를 건설현장의 현실에
맞게 확대(리프트, 로울러 등 추가)하는 등 임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가 많으므로 대형 재해를 반복적으로 유발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새로운 기술․재료의 개발 등 시공 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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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용 항목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첨단의 안
전시설․장비 등을 도입․사용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안전관리는 시공 단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원적인 근
로자 안전 확보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간에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등 각
단계별 관계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가시설물의 설
계를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로
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
진한다.
또한 추락, 낙하, 감전 등 사망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동 계획서의 작성기법 교육을 강화
함으로써 공사 준비단계에서의 사전안전성 확보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간에 안전관리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할 종합
안전관리조정자 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한다.
라)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

건설현장의 가설기자재는 본 구조물 공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되
는 시설물인 관계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 가설
기자재 미설치 또는 설치 불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가
설기자재 임대․판매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설기자재는 공사 중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건설업
체에서도 보관․취급이 불량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거성능검정, 제조업체 품질관리요원 교육 등을 통하여 가설
기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가설기자재 재사용 성능기준｣ 적용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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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등 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리 강화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성능검
정 대상 가설기자재의 경우 우수한 신소재 개발과 다양한 제품 생산 유
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성능검정 대상이 아닌 가설기자재에 대해서
도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마) 건설공사 자율안전관리활동 촉진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여건 악화와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추진에 따라 경영자들의 안전의식이 이완되고 재해예방을 위
한 투자도 급격히 축소되었다. 특히 근로자들의 이직이 심하고 작업반장
을 따라 수시로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체계적인 근
로자 교육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700대 건설업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발표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건설안전참여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장 확대 설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의 내실화를 기한다. 또한 건설업체 본사와 관할 현장을 동시에 기술자
문할 수 있는 건설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건설업체의
자율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
키도록 한다.
4) ‘사망재해 유형별 예방체제 구축’ 중 ‘재래형 사망재해 근절’15)

1998년도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망한 근로자 수(664명)를 재해발
생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추락 및 협착 등 재래형 재해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선박 건조․수리업, 금속
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등에서 재해가 다발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재래형 재해예방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용노동부, ｢’98
산업재해분석｣, 1999)
따라서 작업 종류별 취약요인을 집중분석하여 추락, 협착, 낙하․비래
및 감전 등 단순반복형 사망재해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
고 주요 유해․위험설비 및 공정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
15) 고용노동부(2000), 위의 글,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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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공정안전관리 기법의 도입방안을 강구한다.
5) 건설업․운수업 등의 보건관리대책 추진(산재취약산업별 중점관리시책 중
에서)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소음, 분진, 유기용제(도장), 산소 결핍 등 다양
한 유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작업 내용이 수시
로 변하고 근로자의 이동성이 높아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에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작업환경 관리와 근로자 건강관
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설업 및 운수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보건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건설업의 유해공정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및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병원 종사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방안도 강구한다.”16)
마. 제2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5〜2009)
1) 개 요

｢제2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5〜2009)｣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그림 3-1 참조).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시책은 5개 부문의 13개 추진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5 참조).
주요 정책과제는 ‘1.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2. 사업장의 자율적
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3. 근로자의 건강증진’, ‘4. 노․사의 안전의식 제
고’, ‘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등 5개 분야이다.
건설업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정책과제 ‘1.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의
- 추진시책 ‘1.1 사망재해 다발업종 관리 강화’ 중 추진과제 ‘1) 건설
업 사망재해예방’ 그리고
- 추진시책 ‘1.3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중 추진과제 ‘3) SOC
건설현장 등 차등관리 강화’
16) 고용노동부(2000), 위의 글,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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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2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5-2009)의 비전과 목표

비전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통한“안전복지사회”달성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Infra) 구축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 진 전 략

: 선 택 과

집 중

￭ 사망재해 다발업종 ․영세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에 행정역량 집중
￭ 노사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
￭ 전통적 유해․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능동 대
응
￭ 노사정 및 유관단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취약부문
중점관리

자율산재예
방 활동
촉진

근로자의
건강증진

∘사망재해
다발업종
관리강화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
동기반조성

∘작업관련
성 질환
예방강화

∘노사의 법
준수풍토
조성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Safety
Divide
해소 지원

∘자율산재
예방체계
정착

∘평생건강관
리체제
구축

∘교육․홍
보활동
강화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산업안전보건
의 선진화

∘국제협력
확대

자료 : 고용노동부(2005),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200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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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과제 ‘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의
- 추진시책 ‘2.1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조성’ 중 추진과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 주요 정책과제 ‘4.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의
- 추진시책 ‘4.2 교육․홍보활동 강화’ 중 추진과제 ‘3) 안전보건교육
의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표 3-5>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2009)의 주요 정책과제 및 추
진시책
주요 정책과제

추진시책

1. 안전보건 취
약부문 중점
관리

1.1 사망재해 다발업종 관리 강화
1) 건설업 사망재해예방
2)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사망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3) 업무상 질병 사망재해 예방
1.2 안전격차(Safety Divide) goth 지원
1)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2) 산재취약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3)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4)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1.3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1) 공정안전문화 정착
2)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설치․운영
3) SOC 건설현장 등 차등관리 강화

2. 사업장의 자
율적인 산재
예방활동 촉
진

2.1 노사 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조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3) 노․사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확대
2.2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계 정착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보급 확대
3)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제도 활성화
4) 안전․보건관리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3. 근로자의 건
강증진

3.1 작업관련성 질환예방 강화
1) 근골격계 질환예방 기능 강화
2) 뇌심혈관 질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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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의 계속
주요 정책과제

추진시책
3.2 평생건강관리체제 구축
1) 건강진단제도 개선
2)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3.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1) 작업환경 측정제도의 내실화
2)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4. 노․사의 안
전의식 제고

4.1 노사의 법 준수 풍토 조성
1)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2) 공표제도의 확실한 정착
3)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
4)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검토
4.2 교육홍보 활동 강화
1) 평생안전교육 홍보시스템 구축
2) 내실 있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3) 안전보건교육의 확대
4) 안전보건지표 개발

5. 산업안전보
건의 선진화

5.1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1) 산업재해 통계제도의 개선
2) 점검․감독시스템 개선 등 행정역량 강화
3)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활동 활성화
5.2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
1) 국제기준의 수용노력 강화
2) ｢SHE-Q 통합모델｣ 개발
5.3 국제협력 확대
1)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
2) 후진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자료 : 고용노동부(2005),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2009)｣.

2)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17)(‘사망재해 다발업종(유형) 관리강화 추진시책’ 중
에서)

○ 일반재해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18), 사망재해의

17) 고용노동부(2005),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2009)｣, p.27.
18) 2003년 업종별 재해 비중 : 제조업 42.35%, 건설업 23.89%, 기타 산업 25.75%,
운수․창고․통신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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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실정19)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새로운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추락 등 재래형 재해20)로서 노력 여하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
고 반드시 감축되어야 할 유형
○ 건설업의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
로써 건설업이 사망재해 감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반영되는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
상 재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작업위험성 평가기법의 도입 등을 통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제도의 운영 내실화
-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기준 강화 등 건설기계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 도모
- 발주자, 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에게 적정한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
는 방안 검토
3) SOC 건설현장 증 차등관리 강화(‘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추진시책’
중에서)

○ 대형사고 위험이 많은 SOC 건설현장(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에
대한 차등관리 실시 중
19) <2003년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단위 : 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창고통신

기타산업

460

739

762

14

212

736

(15.74)

(25.28)

(26.07)

(10.48)

(7.25)

(25.18)

<건설업 사망재해 비중(사망자 수) 추이>
25.45%(583명)
24.29%(614명)
23.98%(659명)
25.60%(667명)
26.07%(762명)
→
→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 2003년 건설업 사망재해 유형 : 추락 171명(55.5%), 낙하․비래 27명(8.8%), 전도
20명(6.5%), 협착 17명(5.5%), 감전 17명(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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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도 SOC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물 건설현장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이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
○ 차등관리 제도가 대형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SOC 현장 이외의 아파트, 빌딩 등 대규모 건축물 건설현장으로 확
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노사협력적 산재예방 활동기반 조성’ 중에서)

○ 1997년 7월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운영된 이후 현
재 전국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4,000여 명 위촉되어 있으나
-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노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5) 안전보건교육의 확대(‘교육․홍보활동 강화’ 중에서)

○ 주요 대학원 또는 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산업안전정책 CEO
과정｣을 부설 사회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토록 지원하는 등 안전
보건교육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대부분 교육적 원인에 기인
하여 발생하므로 이들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안전교육방안 강구․시행 필요
- 현행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교육 제도가 내실화되도록 교육시간,
강사자격 등을 검토․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안전보건종합전시관 설립․운영, 전담강사 배치를 통한 이동안전교
육의 내실화, 체험교육의 확대, 사이버 안전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
해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교육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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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1) 개 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의 기본방향은 ‘정책패러다임
의 전환’이다21).
◈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재해율, 안전보건 수준 격
차 심화, 사업성과 확산 지체 등 한계 노정
◈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선
진국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그리
고 추진전략 및 과제는 [그림 3-2]와 같다.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
해율은 2009년 0.70%에서 2014년 0.50%로 5년 동안 0.20%포인트 감소
하고, 사망만인율은 1.57(2009년)에서 0.74(2014년)로 5년 동안 0.83포인
트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22).
◈ 5개년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 정체된 재해율이 2014년까지 0.5%로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사망만인율도
0.74으로 감소할 전망
▪재해율 및 재해자 수 : [2009]0.70%(97,821) → [2014]0.50%(69,420)
▪사망만인율 및 사망자 수 : [2009]1.57(2,181) → [2014] 0.74(1,026)
○ 노동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사회적 비
용 절감 및 국가 잠재성장률 확대에 기여

21) 고용노동부(2010),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p.15.
22) 고용노동부(2010), 위의 글,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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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의 정책 목표와 과제23)
비전

목표

기
본
방
향

추진
전략
및
과제

근로자가 안전한 삶과 행복을 영위하는 안전행복사회 구현

▪2014년 재해자 수 6만명대로 감소 → 재해율 0.5%대 달성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착

▪노∙사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제도화
▪민간참여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산재취약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법 ․ 제도 기반
구축을 통한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위험성 평가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법체계 개편 및 실효성 제고
▪예방과 연계한 보상체계 등 도입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지역․산업 차원의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민간의 산재예방사업 참여 촉진

특성화된 예방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실효성 제고

▪대형사고, 재해 증가 업종 집중관리 강화
▪산재취약분야 지원 확충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강화

선제적
질병예방관리체계
구축

▪관리시스템 효율화
▪사업장 질병예방체계 구축지원
▪석면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의식의
내재화 ․ 생활화

▪NGO 등과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차별화된 교육, 홍보 등 전략 수립․추진
▪국․내외 교류 및 정보제공 활성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

▪감독관 역량 제고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통계 선진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3) 고용노동부(2010), 위의 글,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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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추진전략 및 과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은 6개 추진전략, 19개 정책과
제에 대한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표 3-6 참조).
6개 분야 추진전략은 ‘1.법․제도 기반 구축을 통한 자율적 산재예방활
동 정착’, ‘2.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3. 특성화된
예방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4. 선제적 질병예방 관리시스
템 구축’, ‘5.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의식의 내재화․생활화’, ‘6. 산업
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 등이다.
건설업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추진전략 ‘2.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의
- 정책과제 ‘(1) 산업안전보건 거번넌스 구축’ 중 세부과제 ’1.3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 추진전략 ‘3. 특성화된 예방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의
- 정책과제 ‘(1) 대형사고, 재해 증가 업종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중
세부과제 ‘1.1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및 책임강화’ 그리고
- 정책과제 ‘(2) 산재취약 분야에 대한 확충’ 중 세부과제 ‘2.1 고용
특성 등을 감안한 전략 추진’
○ 추진전략 ‘5.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의식의 내재화․생활화’의
- 정책과제 ‘(2) 차별화된 교육, 홍보․캠페인 전략 수립․시행’ 중
세부과제 ‘2.1 안전보건교육 지원 확대’
○ 추진전략 ‘6.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의
- 정책과제 ‘(1) 감독역량 제고’
3)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지원(정책과제 ’산업안전보건 거번넌
스 구축‘ 중에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내실화 지원
-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명예감독관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및 중앙협
의회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촉진 등 운영 내실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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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참여 확대 및 지원방안 강구
○ 정책 수립․평가에 노․사의 참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노사발전재단 등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발굴․확대
<표 3-6>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의 세부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1) 위험성 평가 제도 1.1 사업장 자율관리제도 정착 지원
정착을 위한 기반 1.2 위험등급별 기술지원체계 구축
구축
1.3 예방과 연계한 보상체계 등 도입

1. 법․제도 기반
구축을 통한 자
2.1 위험성 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법체계 개편
율적 산재예방 (2) 법체계 개편 및 집 2.2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행의 실효성 제고
활동 정착
2.3 권리․의무 주체의 책임 강화
(3) 예방과 연계한 보
3.1 예방활동과 보상 연계방안 마련
상체계 등 도입
1.1 지역별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
(1) 산업안전보건 거번
1.2 중앙․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
넌스 구축
1.3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2. 참여와 협력을 (2) 지역 및 산업 차원 2.1 지역별 산재예방사업계획 추진
통한 서비스 전
의 재해예방활동
2.2 산업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
달체계 다원화
활성화
3.1 기능 및 역할 재정립
(3) 민간의 산재예방사
3.2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제고
업 참여촉진
3.3 산재예방 참여인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1.1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및 책임강화
(1) 대형사고, 재해 증 1.2 제조업 재해 유형 및 원인별 차별화된 지원
가 업종에 대한 집
1.3 서비스업 기술지원방식 특성화
중관리 강화
3. 특성화된 예방
1.4 화학업 PSM 적용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대책 추진을 통
2.1 고용 특성 등을 감안한 전략 추진
한 사업 실효성 (2) 산재취약 분야에
2.2 안전․보건관리 컨소시엄 사업 추진
제고
대한 지원 확충
2.3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확충
(3) 위험 기계․기구 3.1 안전인증․검사대상 확대 및 적용의 실효성 제고
안전성 확보 강화 3.2 안전인증․검사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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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의 계속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1.1 유해인자 상시관리체계 구축

(1) 관리시스템 효율화 1.2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체계 개선
1.3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추적시스템 강화
2.1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질병예방 관리강화
4. 선제적 질병예
(2) 사업장 질병예방
방 관리시스템
2.2 자율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체계 구축 지원
구축
2.3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3) 석면에 의한 건강 3.1 석면재해예방 인프라 구축․강화
장애 예방체계 구
3.2 지자체와 협조 및 지도․감독 강화
축 및 관리강화
(1) NGO, 노사 등과
연계한 안전문화 1.1 NGO, 노사 등과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운동 전개
2.1 안전보건교육 지원 확대
5. 안전문화 확산
(2) 차별화된 교육, 홍 2.2 특성화된 홍보․켐페인 강화
을 통한 안전의
보․캠페인 전략
식의 내재화․
2.3 안전보건 정보 접근성․캠페인 강화
수립․시행
생활화
2.4 과학적․체계적 안전문화 확산
3.1 국내․외 교류 및 정보제공 활성화
(3) 국내

3.2 국내․외 교류 및 정보제공 활성화․외 정보제공
활성화

(1) 감독역량 강화
(2) 성과평가시스템 구
축
6.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 (3) 통계제도 선진화
(4) 통합정보시스템 구
축

-

4) (건설업)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및 책임강화24)(정책과제 ‘대형사고,
재해 증가 업종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중에서)

○ 건설공사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설계․감
리․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24) 고용노동부(2010), 위의 글,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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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안전, 품질과 관련된 경영시스템 도입 권장
및 공공 발주기관별 재해율 산정․통보 제도 운영
- 신기술․신공법 적용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세분화 추진
* (1종 : 공단본부) 초고층, 대심도 굴착, 장대교량 공사 등 초대형
공사, (2종 : 기술사, 지도사 등) 1종 이외의 공사
○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제도개선을 위해 기술지도
업체 선정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방안 등 마련
* 기술지도 대상 : 공사금액 3억 원 이상～120억 원(토목공사는 150
억 원) 미만
- 현행 시공자 직접 선정방식은 저가 수주, 독립적 업무수행 제한 등
의 문제가 있어 선정방식(발주자 또는 별도 관리 주체) 변경 추진
○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참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
- 구조물의 고층화․대형화․복합화 등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
* 안전관리자 자격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 공사 난이도, 공사 규모,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화
-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 지정 의무화 및 교육 시 산업안전보건
내용 포함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
- 공사금액은 물론 공사의 난이도 및 위험도를 고려한 계상방안 도
입 추진
* 구조물의 종류, 높이, 굴착 깊이, 경간 등 공사의 위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확인․점검 강화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보다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를 확인,
불량한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를 집
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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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 특성 등을 감안한 전략 추진25)(정책과제 ‘산재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
확충’ 중에서)

○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개별 사업장이 아닌 업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
- 건설근로자가 채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결
과를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가칭 그린카드제도)
기초안전교육 이수제 추진체계

- 제도 시행을 위해 대기업 건설현장부터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고, 법 개정*도 병행 추진
* 표준안전관리비(총 공사금액의 1.24～2.48%) 중 일부를 기초안
전교육 이수제에 공동 부담 사용하는 방안 강구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대
상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인근로자) 언어소통 장해로 인한 안전보건정보 격차 해소
- 모국어로 된 특수검진 결과․기술자료 배부 및 안전보건 인터넷
25) 고용노동부(2010), 위의 글,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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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구축, 특수검진 시 통역서비스 제공․확대
* 고용지원센터(55개소), 취업교육기관(수협, 농협, 건설협회, 중
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5개소), NGO 등과 연계
추진
○ (고령근로자)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작업공정 개선기법과 안전보건
기준 개발 및 보급
○ (여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주요 취업 작업의 안전보건 매뉴얼, 고
객상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 개
발․보급
6) 안전보건교육 지원 확대26)(정책과제 ‘차별화된 교육, 홍보․캠페인 전략
수립․시행’ 중에서)

○ 사업주의 참여 유도를 통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 산안법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교육을 이
수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는 방안 등 검토
* 사례)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 교육 이수 시 벌점 등을 경감하는
제도 운영 중
- 사업주의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
영, 이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
육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 개발․보급 및 안
전․보건 교육지원 확대
- 업종별 협의회, 산별노동조합 등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
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 전문교육기관이 소규모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 교육과정 개발․운
영 및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비용 지원방안 마련

26) 고용노동부(2010), 위의 글,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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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특성화된 교육 내용(예시)
▪ (근로자)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문제점
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사내강사로 양성하여 사업장 교육 활성화
▪ (사업주) 사업장별 산재예방비용-편익분석, 안전경영 우수사례 소개(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 (학생) 유․초․중등학교에서 정규과정 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 확충 및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 지원
* 안전교육용 교재 및 강의자료(5～10분용)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과
안전교육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7) 감독역량 제고27)(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 중에서)

○ 산업안전감독관을 석면, 건설․유해물질 등 분야별로 전문화․특화
시켜 지도․감독을 내실화
- 이를 위해 전공학과별 감독관 풀(pool)을 구성하고, 전문교육 이수
자를 지방 산업안전과에 배치하는 체제 도입 추진
* 공업, 시설, 보건 등 기술직렬 각각 연간 12명(총36명)씩 5년간
채용(2009년 현재 6․7급 118명 → 2014년 300명선 확보)
*

○ 감독관 업무 분장을 지역담당제에서 기능담당제 로 전환 추진
* 공업, 시설, 보건 등 업무분야별로 구분하거나 사업장 감독, 재해
조사, 민원처리 등 업무성질별로 구분
○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
직무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대학, 정부출연기관, 공무원 전문 교육훈련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4～6개월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

27) 고용노동부(2010), 위의 글,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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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 건설사업장 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변화 및
한계
가. 건설업 산재예방정책의 지원 및 감독체계 변천 과정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관련 안전보건정책의 중소규모
사업장으로의 변천 과정을 도시하면 [그림 3-3]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전략은 2002년까지는 개별 건설현장 위주
의 점검방식에서 2003년부터는 자율안전보건활동 기반 구축․도입,
2009년부터는 건설안전 주체별 역할 부여 및 허브화 기반 조성으로
변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원은 현장규모별로 단계
적으로 이루어졌다.
- 1989년부터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사 및
확인, SOC 건설공사 기술지도, 취약 시기 일제점검, 대형사고 위험
현장 기술지원
- 1995년부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패트롤, 자율안전종
합기술지원, 추락재해 취약현장 기술지원
- 1996년부터 영세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가설재 등 임대비용 지원, 방
문지원
-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건설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참여는 다
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 1995년부터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술
지도
∙ 2006년부터 3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국고대행 기술지원사
업이 일부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0년부터 지역
책임제를 부여하여 전면 실시되었다.
건설재해예방 주체별 역할 부여는 2009년부터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
육이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공공발주기관 재해 현황 통보가 이루어

제3장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 발전, 실행 추이 및 문제점: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71

[그림 3-3]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사업장 안전보전정책 변천 과정

지고 있다.
이 중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기술지도 및 감독 방식을
도시하면 [그림 3-4]와 같이 규모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금액 3억
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에 대하여 위탁기관에 의한 지도, 3억∼20억 원 미
만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지킴이 제도, 20억∼12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등의 지원을 한다.
하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수십만 개 현장을 단
발성의 기술지원이나 점검으로 산업 차원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원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개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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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소규모 사업장 규모별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 방식

장 내에서 최종 이해당사자인 발주자가 소외되어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
끼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이나 간섭은 노력에 비해 실효성
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업을 통한 접근방법은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사업장 내의 이해당사자 모두를 고려한 안전조직
차원에서는 검토나 대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나. 중소규모 건설현장 지원 및 감독체계의 한계

이상 기존 정책의 흐름을 보면, 건설공사의 규모별로 특성에 맞는 대
책과 역할을 찾기에 고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종합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표 3-3 참조), 중소규모 현장의 산재 취약성(표
3-4 참조) 등은 일찌기 파악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하거나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재해율의 감소가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근원적인 문제인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다루는 안전조직, 즉 안전관리체계가 건설사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우선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 발전, 실행 추이 및 문제점: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73

다.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28)
1) 목 적

이 사업의 목적은 1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축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
설(시스템 비계)에 소요되는 임차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소규모 건
설현장의 자율안전 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데 있
다. 법령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와 산
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용규정(규칙)이다.
2) 세부 내용

이 사업의 보조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축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을 설치
하는 건설사업주이다. 다만, 전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 조건은 강관 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설치비용의 차액(임차 및 설치․해체 비용) 및 지반정리 비용을 지원
한다. 보조 한도는 같은 사업주당 연간 최대 1,000만 원, 1개 현장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이다.
라. 영세규모 현장 재해예방지원(위탁)29)
1) 밀착지원

이 사업의 대상은 건설업체 또는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중에서 재해가 다발하는 공종(전기․정보
통신공사 제외)이다. 공사 기간 3개월 이상인 현장 중에서 1차 지원 후
30일 이후에 잔여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현장에 대해 추가 1회 방문
지원이 가능하다(밀착지원 물량의 30% 이내).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3), ｢2013년도 건설안전분야 직원 전문화교육｣ 참조
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3), 위의 글 참조. 통상 국고지원 사업이라고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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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는 산재보험 미가입 현장도 포함된다(근로복지공단이 통보
한 현장에 한함). 또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서 제외되는 현장
중 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제
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등도 포함된다. 사업물량은
30,000개소(회)이다.
2) 감성지원

이 사업의 대상은 건설업체 또는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의 건설현장과 4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중에서 밀착
지원 미실시 현장이다. 현장 안전시설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을 계도한다. 또한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홍보
물 등 안전관련 자료를 전달한다. 여기에는 산재보험 미가입 현장도 포
함된다.
한편 2012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를 초과한 건설업체 본사와
건축설계사무소, 그리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전문건설업체의 본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설계사무소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한다. 사업물량
은 12만 개소(회)이다.

3. 중소 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안전보
건정책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기존
의 건설안전정책이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0)
지적의 핵심은 ‘고정사업장 + 정규 근로자 중심 제도 ↔ 변동사업장 +
비정규근로자 중심 현장’의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정된 사업장 및 정규 근로자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가 일시
30) 2011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2012년에 개최된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
템선진화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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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업장 및 비정규 근로자, 그리고 다수의 당사자로 구성된 건설현장
의 특성과 괴리되면서 건설업에서의 산재예방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도 원활하게 공
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특히, 산업안전 관리능력이 부족
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공급 미흡31)
1) 관련 규정

여기서 기초안전요소란, 주로 ① 안전모․안전화․안전대의 3대 기초
보호구,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③ 정기 건강진단 등을 의미한다.
기초안전요소의 공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비
롯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호구에 대해 ｢산안법｣ 제5조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규정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
건공단의 관련 지침 등 하위 규정에 담겨 있다.
둘째,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안법｣ 제31조). 그 중에서도 건
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
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
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안법｣ 제31조의 2).
셋째, 건강진단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
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산안법｣ 제43조).

31) 심규범․문지선(2011), 앞의 글 및 심규범(2013), 앞의 글을 참조 및 보완하여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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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32)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도 건설현장 단위로 기초안전요소를 공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
전관리능력의 차이에 따라 ‘대규모 현장에서의 중복 공급’과 ‘소규모 현
장에서는 공급 누락’ 현상이 발생하고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고르게 공급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기초보호구에 대해 ‘받아 본 적이 없
다’고 응답한 건설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15.6%, 31.9%, 49.0%에 달했으
며, 특히 20인 미만 현장의 경우 그 비율이 36.1%, 45.7%, 62.9%까지 상
승했다(그림 3-5 참조). 이것은 소규모 현장에서의 ‘복장, 보호장비 부적
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던 사실과도(표 2-8 참조) 연관되어 있
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건설근
로자의 비율이 20.9%이고, 특히 30억 원 미만 현장의 경우 34.0%까지 그
비율이 증가했다33)(그림 3-6 참조).
셋째, 건강진단에 대해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건설근로자의 비
율이 55.0%에 이르렀고, 특히 20인 미만 현장의 경우 72.2%까지 그 비율
이 증가했다(그림 3-7 참조). 건강진단의 실시가 미흡한 것이 건설근로
자의 사망 원인 중 암, 간질환, 심장질환 등 질병에 의한 직업병과 사망
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안전요소의 공급이 미흡하다는 점이 타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높은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며(표 2-2, 표 2-3 참조), 아울러 건설업 중에서도 중소규모 현장
이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재해율이 높은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규모 현장의 수가 양적으로 너무 많고, 현장의 존속 기간이
짧으며, 근로자의 이동도 더욱 잦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별로 접근하는
32) 설문조사 시점이 2007년이므로 2013년인 현재와 시기상의 차이는 있으나, 기초
안전요소에 대한 공급 방식이 여전히 개별 현장 단위이므로 전반적인 공급 상태
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심규범(2012), ｢건설업 기초산업안전교육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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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만으로는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공급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안전모․안전화․안전대’에 대해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건설
근로자의 비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7), ｢건설현장 근로실태조사｣.
[그림 3-6] ‘산업안전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건설근로자의 비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7), ｢건설현장 근로실태조사｣.
[그림 3-7] ‘건강진단’에 대해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건설근로자의 비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7), ｢건설현장 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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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내재된 문제점34)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제도’란, 건설업체로 하여금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건설근로자만을 고용할 수 있
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것은 건설업 ‘근로자의 이동성’이라는 건설현장
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에서 기초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1차적으로는 2009년에 시범사업
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어 현장 규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정책과제 ‘산재취약 분야에 대한 확충’ 중 세부과제 ‘고용 특성 등을 감안
한 전략 추진’ 사업의 일환이다(표 3-6 참조).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인 ‘교육비 부담’을 여전
히 개별 현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 건설일용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시범사업 : 2009년 실시35)

시범사업 시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안전교육 이수자 수는
101,145명(2009. 6.24.～12.21.)이다. 교육 장소별로는 현장이 70,297명
(81.0%)이고, 교육기관이 16,534명(19.0%)이다. 참여경로별로는 건설현
장이 72,457명(83.6%), 새벽 인력시장 등 기타가 7,721명(8.9%), 고용지
원센터가 3,348명(3.9%) 등의 순이다. 교육기관 권역별로는 인천․경기
23,037명(26.5%), 서울․강원 19,967명(23.0%), 부산․울산․경남 15,897
명(18.3%) 등의 순이다. 주로 일하는 현장별로는 대규모 건축현장
55.4%, 토목현장 23.3%, 플랜트현장 13.0%, 소규모 건축현장 8.1% 등의
순이다. 기초안전교육 이전의 이수 횟수는 6회 이상 43.4%, 전혀 없다
27.5%, 3～5회 15.4%, 1～2회 13.8% 등의 순이다. 건설업체의 교육 의뢰
근로자 수 분포는 평균 35.4명으로, 10명 미만 28%, 10명 이상 20명 미만
34) 심규범(2012), 위의 보고서 참조.
35) 심규범․김지혜․허민선(2009),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
탁교육기관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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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명 이상 30명 미만 13%, 50명 이상 100명 미만 13% 등의 순이
다. 교육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국 16개 교육기관이 참가했다.
2009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재해율 저감 효과와 세부
항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기초안전교육의 재해율 저
감 효과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되었다(그림 3-8 참조). 기초안전교육
이수자의 이수 시점을 전후한 재해율 비교를 통해 2008년에 비해 58.1%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했다(2008년 재해율 0.086% → 2009년 0.050%).
그리고 기초안전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재해율 비교를 통해 2009년
하반기 교육 이수자의 재해율(0.050%)이 교육 미이수자 재해율(0.349%)
[그림 3-8] 재해율 비교 :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안전교육 전후 비교

주 : 1) 2008년 재해율 산정 시 2009년 이수자 수(분모)에서 경력이 없거나 1년 미
만인 규모를 제외함.
2) 안전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를 구분하여 비교하기 위해 미이수자의 재해율 산
정 시 이수자 수(분모)와 이수자 중 재해자 수(분자)를 모두 제외하고 산정함.
자료 : 심규범․김지혜․허민선(2009),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0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에 비해 14.3%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부 평가항목별 만족도 역시 100점 만점에 88.2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그림 3-9 참조). ‘교육 이수자 만족도’,
‘건설업체 만족도’, ‘재해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100점 만점에 88.26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성과를
보여주었다. 20개 세부 평가(5점척도 평가) 항목 중에서는 ‘안전한 작업
능력(태도) 습득 효과’(4.82점), 강사의 ‘교육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태
도’(4.76점), 강사의 ‘충분한 기술․현장경험․지식 보유 여부’(4.66점),
‘이해하기 용이한 교육 내용’(4.63점), ‘이수자의 보호구 자발적 착용 비
중’(4.55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9 참조).
시범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시사점은 교육장소에 따라 성과
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현장에서의 교육보다는 ‘교육기관’에서
[그림 3-9] 교육사업 성과 평가항목별 순위 : 배점(5점 만점) 순위

자료 : 심규범․김지혜․허민선(2009),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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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각 당사자에 대한 면담 조사에 나타난 2009년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시
범사업의 성과를 교육장소에 따라 정리하면 <표 3-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방식에서 근로자 측면의 임금 삭감 사례
발생 및 중소규모 현장 근로자의 참여 곤란, 사업주 측면의 공기 지연,
교육기관 측면의 현장까지의 이동 및 행정 절차 등 부가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건설현장 방문교육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 초기에는
불가피한 방식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이 낮아 지속가능한 방
식은 아닌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앞에서 기술한 2012년 6월부터 의무화된 기초안전교육의 현황 및 문
제점은 대부분이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향
후 기초안전교육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으로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방
식을 지향점으로 놓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7> 교육장소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의 장단점 및 추진 가능성 요약

건설현장 방문교육

비(非) 현장교육(교육기관 강의실 등)

개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러 나온 근로자를 대
․현장 이외의 강의실 등에서 근로자를 포함
상으로 실시
․의뢰하는 건설현장의 요구에 맞춰 기초 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안전교육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제 공종 ․기초적인 산업안전교육 실시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장점

․근로자 : 교육장 접근 용이, 공종 특성에
대한 교육 이수, 이수 후 취업 가능성
확실
․사업주 : 공종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가능
․공단 : 목표 인원 달성 용이, 실제 일할
근로자 대상이므로 교육 대상 적합, 훈
련수당을 목표로 하는 일반인의 참여
억제 가능
․교육기관 : 교육생 모집 용이

․근로자 : 기초안전교육 이수, 근로자의 관심
내용(재해보상, 재해 시 신고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습득 가능, 교육 환경 양호
․사업주 : 근로자 투입 중단 없음. 투입 중단
시 지불하는 임금 없음. 현장별 특성화된
공종별 교육시간 확보 용이(기초교육 생략)
․공단 : 기초안전교육 취지에 충실, 중소규모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접근 가능
․교육기관 : 교육시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교
육사업의 안정성 제고(1일 2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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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의 계속

건설현장 방문교육

비(非) 현장교육(교육기관 강의실 등)

․근로자 : 기초안전교육 미흡, 의뢰하는 건
설업체가 꺼리는 근로자의 관심 내용(재
해보상, 재해 시 신고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습득 어려움, 교육 환경 미흡, 임금
삭감 사례 발생
․사업주 : 근로자 투입 중단 야기, 투입 중
단 시 임금 지불 부담 발생(원․하수급업
체․팀장 간 분쟁 발생)
․공단 : 기초안전교육 취지 달성 미흡, 중
소규모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접근 어려움
․교육기관 : 현장까지의 이동 및 행정 절차
등 부가시간이 소요되어 교육사업의 안
정성 위협(1일 1회만 가능), 다수의 외국
인근로자로 인한 어려움 발생

․근로자 : 교육장 접근 불편, 이수 후 취업
불확실
․사업주 : 없음.
․공단 : 목표인원 달성 어려움, 훈련수당을
목표로 하는 일반인의 참여를 막지 못할
경우 교육 대상 적합도 저하
․교육기관 : 교육생 모집 어려움.

․기초안전교육 및 근로자의 관심 내용에
대해 미흡한 점 개선하기 어려움 : 교육기
관이 의뢰자인 건설업체의 요구를 무시
하기 어려움.
․미흡한 교육 환경 개선에 한계 : 현장마다
설치 곤란
․임금 삭감 억제에 한계 : 사업주의 비용부
단점에
담에서 유래
대한 ․근로자 투입 중단 야기, 투입 중단 시 임
해결
금 지불 부담 발생 억제에 한계
가능성 ․기초안전교육 취지 달성 미흡 : 현장 근로
자는 대개 안전교육 경험이 있어 기초교
육을 실시하기 어려움.
․대규모 현장 위주이므로 중소규모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접근 어려움 개선에 한계
․현장까지의 이동에서 비롯된 교육사업의
안정성 위협 및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어려움 개선에 한계

․교육장 접근 불편은 교육기관 확충 및 홍
보로 경감 가능
․이수 후 취업 불확실은 이수자 고용에 대
한 인센티브 마련 또는 의무화로 개선 가
능
․공단 및 교육기관의 목표인원 달성 어려
움은 이수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또는 의무화로 개선 가능
․훈련수당을 목표로 하는 일반인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 가능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추진
․단점에 대한 치유 어려움.
가능성
․추진 가능성 낮음.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
․단점에 대한 치유 가능
․추진 가능성 높음.

단점

자료 : 심규범․김지혜․허민선(2009),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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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시행 : 2012년
가) 도입 취지 및 확대 계획

이 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는 인식하에 ‘근로자의 이동성’에 주목하여 현장 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
의 접근’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산업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까지 기초안전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획기
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비용 부담 주체를 여전히 개별 사
업주로 규정함으로써 도입 취지가 약화되고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건설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다.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
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1회만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36)37)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동 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자체
적으로 실시하던 ‘정기․특별․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안전교육에 할애하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6월 1일부터 1,0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시작
해 6개월 간격으로 소규모 건설현장까지로 확대되어 2014년 12월 1일부
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의무화될 예정이다(그림 3-10 참조). 대상 여부는
총 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여기에
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된다.

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홈페이지 참조
3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공단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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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대상 건설공사 규모의 확대 계획
1,000억 원
이상

2012. 6

500억 원
이상

2012. 12

120억 원
이상

2013. 6

20억 원
이상

2013. 12

3억 원
이상

2014. 6

모든
공사

2014. 12

나) 관련 규정

의무 주체에 대해 산안법 제31조의 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의
하면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
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
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안전교육은 사업주 의무
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 개인 자격으
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현행 교육 수강신청서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 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에서 기초안전교육에 소요
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38) 다만, 임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
교육 대상은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
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이다. 교육 내
용 및 시기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내용에 대한 4시간 교육이다(표 3-8 참
조). 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02.08.) 제7조제1항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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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공통

교육대상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시간
1시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주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

다) 운영 현황

운영 실적 자료 및 주요 면담 내용을 통해 살펴본 제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39)40)
첫째, 운영 실적이다. 배출된 이수자 수는 2012년 6월 1일부터 1,0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의무화된 이래 2012년 11월 21일 현재 약 15만 명
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2년 11월 22일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
이지에 등록된 교육기관 수는 59개소이다. 교육기관별 이수자 수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둘째, 건설일용근로자(교육 참가 및 이수자)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신
규로 일하러 간 현장에서 사업주(하수급업체)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
가하고,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 받는다. 하루 일당을 벌
려고 현장에 갔으나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반의 임금만을
받게 되어 불만이 많다. 취업을 위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운영하는 기초
안전교육과정에 근로자가 자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참가한 경우도 있다.
셋째, 건설업체(교육 실시 의무 주체)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현장의
신규 근로자를 모아 교육기관에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데 40명 정도의 인
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인근 다른 직종과 다른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참가시킨다.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우리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우선
적으로 교육에 참가시킨다. 교육비용은 산안비에서 지출하되, 건설업기
초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체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부담
39) 운영 실적은 공단 내부자료이고, 각 당사자별 현황은 면담조사 결과이다.
40) 심규범(2012), 앞의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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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따라서 팀장이나 직업소개소에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시기까지는 산안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교육기관(기초안전교육 담당자)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주로 교육기관 인근의 현장
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장 교육과 현장에서의 방문교육
의 비율은 대개 1 대 9 정도인데, 공단에서는 교육기관에게 주 1회 이상
교육장에서 교육하도록 요구한다. 통상 30～40명으로 한 반을 편성하여
교육하나, 현장교육의 경우 대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일용근로자
들을 모아서 하나의 반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도급업체의
관심이 낮은 경우, 하도급업체 단독으로 교육반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
은 쉽지 않다. 일단 출석한 근로자들은 대개 모두 이수하고 있어 교육 이
수율은 거의 100%이다. 사전등록절차를 밟을 때 신청자와 참가자가 동
일인인지 확인하고 이수증에 부착할 사진을 촬영한다. 성실한 이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매 시간 출석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공단 담당자에게
스마트폰 화상통화 화면으로 참가자들을 비추기도 하며, 공단에서 불시
에 점검을 나오기도 한다. 4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수증을 제작
하여 종료 시 이수자에게 배부한다. 교육비는 대개 1인당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고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경우 월 1회 비용을 청구하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경우
교육 다음날에 비용을 청구한다. 교육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교육기관
간 단가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라) 각 당사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원인

각 당사자(근로자, 사업주, 교육기관)에 대한 면담 내용으로부터 문제
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자 입장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이다.
첫째, 기초안전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이다. 4시간의 건설
업기초안전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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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이 삭감된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일을 구해 나간 현장에서 일급의 반을
못 받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그 원인은 현장에서 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한 지급 문제가 불거지
게 된 것이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임금을 요구할 것이
고, 사업주는 공사를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임금 지불을 거부할 것이다. 따
라서 개선방향은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이수하도
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에게 교육비용 부담을 전가(일부의 현상)하는 문제다. 생
계를 위해 취업이 절박한 근로자에게 교육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
다.41) 이는 도급 단계 말단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추가적 부담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비용부
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주는 비용 부담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인은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를 개별 사업주로 규정함으로써 고용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가 약자인 근로자에게 이를 전가하거나 또는
고용되지 못한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이 발생하는 것에 있다. 개선방향은 개별 사업주가 아닌 산업 차원에서
의 기금을 조성하고, 교육기관은 이 기금으로부터 교육비용을 청구하도
록 함으로써 문제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데 있다.
셋째, 단기근로자 등 미이수 근로자의 취업가능성 저하 문제다. 사업주
들이 단기근로자 등 건설업기초교육 미이수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하게
되므로, 이들은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생계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일용근로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동일 현장에서 머무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개별 사업주들이 이들에
대한 교육 실시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개별 사업주로 규정한 데 있다. 따라서 개선방향은 교육비용 부담 주체
를 개별 사업주가 아닌 산업 차원의 기금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4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비용부담 전가 논란,” 건설경제, 2012.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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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건설현장 도달 이전에 근로자의 자발적 교육 이수 불가능 문제
다. 현행 방식은 사업주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 참가가 가능해 근로자 입
장에서는 일을 나가지 못한 날 근로자가 스스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
고 미리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다. 특히, 주로 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규모 현장에서의 취업 기회가 적
고 소규모 현장 사업주는 비용 부담 능력이 부족해 교육 실시를 기피하
게 된다. 이는 산업 차원의 접근을 통해 소규모 현장으로까지 기초안전
요소를 공급하려는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수자를 대규모
로 신속하게 배출시킬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 원인은 교육비용 부
담 주체를 개별 사업주로 규정한 데에 있다. 따라서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개별 사업주가 아닌 산업 차원의 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선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사업주 입장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이다.
첫째, ‘부담자≠수혜자’에서 야기되는 무임승차문제(free-rider problem)
다. 1,0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 사업주는 현장에 온 모든 신규 근로자에
게 기초안전교육을 이수케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교육이수 근로
자들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는 공종 및 직종
에 따라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근로자들 역시 그에 따라 건설현
장 진출입을 반복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다한 비용을 지불
하는 부담자(1,000억 원 이상 현장의 사업주)와 수혜자(모든 건설현장의
사업주)가 괴리되면서 사업주는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공정하
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건설업기초교육
제도의 도입 취지에서는 근로자의 이동성과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의
낭비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산업 차원으로의 접근패러다임 전
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비용 부담 주체를 여전히 개별 사업주
로 규정한 데 있다. 이것이 원래의 교육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부작
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 차원에서 비
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의 기초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공기 지연 문제다. 현장에
일하러 온 근로자를 상대로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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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입되어야 할 공종 및 직종의 전체의 공기가 지연된다. 건설현장의
작업은 개인의 단독 작업이 아닌 팀 단위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현행과 같이 건설현장에 도달한 이후에 교육
을 실시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일
하러 오기 전에 미리 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온다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공기의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교육
을 이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는 교육반 편성의 어려움이다.
현장 여건상 일정 수(예컨대, 40명) 이상의 일용근로자를 편성하기가 쉽
지 않아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42)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확보되어야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 제도의 시행이 중소규모 현장으로 확대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인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장이 아닌 현장
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출장비와 출
장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 인원을 더 많이 책
정하고자 해 교육반 편성이 더욱 어려워지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
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소규모의 반 편성이 가능하도
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 오기 전에 이수하도록 해 현장에서는 근로자
반 편성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기관 입장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이다.
첫째, 건설업체와 교육기관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불합리 문제다.
건설업체가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교육 내용의 편성
또는 시간의 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요구해도 교육기관은 그대로 따라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재량권이 건설업체
에게 있으므로 교육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원인 역시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개별 사업
주로 규정한 데 있다. 따라서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개별 사업주가 아닌
42)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제 건설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 코스카저널, 2012.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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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차원의 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선 가능하다.
둘째, 교육기관 간 가격경쟁에서 야기되는 덤핑과 교육 부실화 문제다.
교육 단가를 건설업체와 교육기관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간 ‘제살깎기’식 덤핑 경쟁의 가능성
이 존재한다. 이것은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 그 원인은 교육 단가를 시장 자율에 맡겨 놓음으로
써 가격경쟁이 가능해진 데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정 수준의 교육단
가를 고시하여 삭감을 금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각 당사자별(근로자, 사업주, 교육기관) 관심 사항의
문제점, 원인,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표 3-9>와 같다.
문제점을 야기한 원인은 크게 첫째, 일하러 온 근로자 대상으로 현장
에서 작업 대신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 둘째,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를 개
별 사업주로 규정한 점, 셋째, 교육 단가를 시장 자율에 맡겨 놓은 점 등
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크게 첫째, 현장에 도달하
기 전에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것, 둘째, 산업 차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교육비용을 지불할 것, 셋째, 정부에서 적정 수
준의 교육 단가를 고시할 것 등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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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당사자별 관심사항의 문제점․원인․개선방
향 요약

현황 및 문제점
교육시간에 해당 작업 가능한 시간 중
하는 임금 미지 교육시간(4시간)에 대
급
한 임금 미지급

원인

개선방향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일하러 온 근로자를 대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상으로 현장에서 작업
유도,
대신 교육 실시
⇒ 작업시간 확보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
산업 차원의 기금 조
를 개별 사업주로 규
성, 교육비용 지불
정, 비용 전가 유인과
⇒ 근로자 납부 불가
가능성 발생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교육비용 부담
에게 사업주의 부담 전
전가(일부의 현
가, 소규모 현장일수록
상)
심화될 우려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 사업주들이 단기근로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산업 차원의 기금 조
미이수 근로자의 자 등 미이수 근로자
개별 사업주로 규정, 성, 교육비용 지불
취업 가능성 저 고용을 기피, 취업 가
사업주가 대상 선별 ⇒ 모든 근로자 참여
하
능성 저하
일없는 날 교육 참가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산업 차원의 기금 조
근로자의 자발적
불가, 소규모 현장근로 개별 사업주로 규정, 성, 교육비용 지불
교육 참여 불가
자 소외, 이수자 배출 사업주 신청 없이 교육 ⇒ 일 없는 날 이수 가
능
에 한계
불가
능
이수자의 이동이 지속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산업 차원의 기금 조
‘부담자≠수혜자’
되어 의무화 대상 현장 개별 사업주로 규정, 성, 교육비용 지불
에서 야기되는
사업주는 과다한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간 괴 ⇒ 부담자와 수혜자 일
무임승차문제
지불
리 야기
치
작업 가능한 시간에 교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현장에서의 교육
일하러 온 근로자를 대
육을 실시함으로써 관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상으로 현장에서 작업
사업주 실시로 인한 공
련 공종 및 직종의 공
유도,
기 지연
대신 교육 실시
기 지연
⇒ 작업시간 확보
일정 수 이상의 현장 여건상 일정 수 현장에서 교육 실시,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로 교육반 이상으로 교육반 편성 교육기관의 추가적 출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을 편성하기 곤 곤란, 소규모 현장일수 장비용 등 유발, 많은 유도,
란
록 심각
인원 요구
⇒ 교육반 편성 불필요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건설업체와 교육
산업 차원의 기금 조
요구 수용, 교육기관 개별 사업주로 규정,
기관의 ‘갑-을
성, 교육비용 지불
선정 관련 브로커 개입 교육기관의 수동적 태
관계’의 불합리
⇒ ‘갑-을 관계’ 탈피
교육
가능성
도 초래
기관
교육 단가를 시장에서
정부에서 적정 수준의
교육단가 덤핑경
교육 단가를 시장 자율
자율적으로 결정, 제도
교육 단가를 고시
쟁과 교육의 부
에 맡겨 놓음으로써 가
도입 취지에 역행할 우
⇒ 교육 단가 삭감 금
실화 가능성
격경쟁이 가능
려
지
자료 : 심규범(201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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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중소 건설사업장 지원 및 감독 사례

기존 문헌을 통하여 외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제도
와 정책, 지원 수단 등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
리 실정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국의 사례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보다 재해율이 낮은 미국, 영국, 독
일,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국가별 사례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미 국
가. OSHA의 규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43)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규정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환경을 관리하고,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적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2)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
3) 안전보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해

43)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2012), ｢TF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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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의무
4) 특정한 OSHA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의무조
항’44)을 적용
근로자는 OSHA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
규를 준수해야 한다. OSHA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경고와 처벌조치
를 취한다.
OSHA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
2) 일반 업종(제조업, 서비스 분야, 건강관리, 정부기관, 학원 등)(General
Industry(29 CFR 1910))
3) 건설업(Construction(29 CFR 1926))
4) 농업(Agriculture(29 CFR 1928))
5) 해운업(Maritime-shipyards, marine terminals, longshoring(29
CFR 1915～19))
1)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OSHA의 법

평등권 측면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제를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없으며, 일반적인 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평등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 SBREFA)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종의 규제완화 법령
으로 1995년 미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
업장에 대해 Guidance/Compliance Assistance와 Penalty Relief 방안을
제시하였고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1998년에 소규모 사업장 지

44) 일반의무조항이란 무엇인가?
일반의무조항(산업안전보건법 5-a-1) : 모든 사업주는 재해를 발생시키거나 근
로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안
전한 작업장소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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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령을 제정하였다(OSHA Directives CPL2-0.121-Providing Assistance
to Smaller Employer(Effective Date : March 12. 1998).
2) 소규모 사업장 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지원국(Office of Small Business Assistance)은 규모 사업장
을 위한 OSHA 내의 접촉과 연락 역할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장에서의
Consultant Program과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새로 조직된 조직이다. 중
소기업지원국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신한 모든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OSHA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On-Site Consultation(현장에서의 상담)

- On-Site Consultation은 전국의 모든 주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무료로 확실
한 조언을 제공하며,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우선권이 주어진다(1975년부터
사업 시작)
- OSHA에 의하여 대규모로 자금이 조성된 Consultation Service를 이용함으
로써 고용주는 그들의 사업장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들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하며 OSHA의 정기적인 검사를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Consultation Service는 잘 훈련된 주정부의 전문요원에 의하여 시행되며
일부 서비스는 현장 이외의 곳에서 시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
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것으로 OSHA의 감독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며, 소환이나 벌칙이 없다.
- Consultation Service 대상의 회사, 이름, 사업장 정보와 컨설턴트가 지적하
는 불안전한 작업조건은 비밀이 보장되며 OSHA의 감독관에게 보고되지도
않는다
- 시행과정
∙ Request : Consultation Service는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사업장에서 요청
해야만 한다.
∙ OSHA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상황을 검토하도록 권
장하지만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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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다
∙ Opening Conference : 계획에 의거하여 Consultant가 현장에 도착하면
오프닝 회의를 실시
∙ Walk Through : Consultant는 신청인과 함께 현장의 작업조건을 조사하
며 현장 조사 시 가급적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Consultant는 전체 사업장과 현장 운용방법을 체크하고 적용할 수 있는
OSHA 표준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을 제시하거나 제공
∙ Closing Conference : Consultant는 Closing Conference에서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 신청자는 그 회의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즉시 개선해야 할 사항 습득
∙ Follow Through : 종료회의에 이어 Consultant는 신청자에게 지적 사항
에 대한 상세보고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하고 신청자의 개선 과정을 체크
하기 위해 연락
- Consultant의 역할
∙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 또는 선택적 방법을 제시
∙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도움에 대한 확인
∙ 지적된 사항의 요약보고의 제공
∙ 효과적인 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유지 또는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OSHA 프로그램의 기준과 부합이 되면 OSHA 감독을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추천

나. 시사점

미국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엄
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소규모 사
업장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으로 중소기업지원국에
서 시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프로그램(On-Site Consultation : 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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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것이
며, OSHA의 감독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소환이나 벌칙이 없고 사업
장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OSHA의 정기적인 검사를 1년간 면
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독 일
가. 건설업 산재보험조합(Bau-BG)

- 각 권역별로 7개의 건설업 산재보험조합(Bau-BGen)과 1개의 토목
업 산재보험조합(토목업-BG)이 2005년에 하나로 통폐합되어 건설
업 산재보험조합(Bau-BG)이 되었다.
- 토목․건축 산업별로 기술분야위원회 조직(사업주 50%, 근로자
50%)을 구성하여 제반 지침을 시달․시행토록 한다.
- 총 1,400여 명의 산재보험기술감독관(TAB : Technische Aufsichtsb
eamte)이 있으며, 이들은 건설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및 현장점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기술감독관 임용과정은 학위취득 후 3년 이상의 사업장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선발하여 BG에서 2년간 능력향상 교육실시 후 소정의 시
험을 통과한 자를 임용한다. 기술감독관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에 대
한 조언과 지도․감독이다.
- 사업장을 방문하여 BG규정,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기준 등 재해예
방규정 준수 여부
- 감독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규정 위반 또는 시정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사법권을 행사
- 특히 중대재해 위험 등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즉각 작업중지 명령
- 재해 등 안전보건 관련사항 관리 및 사업주 준수사항 지도
- 사업장 목표그룹(안전보건 책임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 : 현장
에서 요청 시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주로 토론식으로 실시하고, 교육 관련 비용은 모두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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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담한다.
- 안전보건 컨설팅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 BG 기술감독관(TAB : Technische Aufsichtsbeamte)은 주정부
의 근로감독관(Gewerbeaufsichtsbeamte)의 법집행 역할에 비하
여 예방 역할에 더 중점을 두어 양 기관이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함.
1) 독일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징

독일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사항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으로 2～3층 규모의 신축현장이 많다.
둘째, 근로자는 대부분 폴란드인, 터키인 등 동유럽 외국인근로자다.
셋째, 독일 주택 특성상 지붕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추락방지 조치가
중요하다.

[경사지붕 측면 작업을 위한 시스템 비계
설치상태]

[경사지붕 외측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시설]

넷째, 건물 외부의 비계공사는 시스템 비계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비계는 설치공사 전문업체가 시공하며, 기술 감독 등 점검 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책임자 등을 현
장의 표지판에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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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설치 업체의 주소 및 연락처를 게시함]

다섯째, 소규모 현장에도 소형 타워크레인의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어
중량물을 인양할 때 이용된다.

[소규모 단독주택 현장에 타워크레인의 설치가 일반화 됨]

여섯째, 이동식 틀비계도 시스템 비계로 설치하여 상부 안전난간 및
승강사다리 등이 확실히 조립되어 사용된다.
일곱째,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연락이 가능한 현장소장, 공정별(시스템
비계 설치 업체 등) 연락처가 찾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 있어 현장관계자
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 건설장비․기구 등의 규격화․모듈화로 불안전
한 상태를 최소화한다.
2) 독일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감독

산재보험 기술감독관의 임명 및 건설현장 안전감독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 기술감독관(TAB)은 사회법전 제Ⅶ권(SGB Ⅶ, 산재보험
법) 제18조 감독관)에 의거하여 임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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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방문 대상 :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 전체를
방문한다. 방문 횟수는 감독관별로 관내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위험
의 정도에 따라 방문 횟수를 조정하고, 현장별로 월 1회 정도 방문
한다. 1일 5～10개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월 100여개 현장을 방문
한다. 하루 일과를 본부에 연결되어 있는 PC로 보고한다. 기술감독
관의 일과는 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 개인의 자율적
판단으로 당일의 사업장 또는 사업체 방문 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여 방문한다.
- 한 번 사업장을 방문하면 이 사업장에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감독과
상담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문 사업장에서는 건설감
독관(책임자) 그리고 사업장 안전전문가(Sicherheitsfachkräfte, 안
전관리자) 그리고 작업반장과 안전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다. 현장점
검 시 추락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위험상황 신고접
수 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도 지역담당 기술
감독관에게 위험상황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
시하고 벌금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 위험상황 신고 현장점검 사례

[위험상황 신고가 접수된 현장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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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작업의 해당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감독관]

[전기공사 현장책임자와 점검을 하고 있는 기술 감독관]

※ 위험상황 신고 현장점검 결과(사례)
- 폴란드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형사입건된다.
- 현재 진행 중인 전기공사 사업주는 2층의 추락방지 미조치 상태에서
작업진행 중이므로 사법처리된다.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
한다.
- 벌금 약 10,000유로(12,000,000원)을 부과한다.
나. 시사점

독일은 산재보험 기술감독관이 현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 전체를 지도․감독하며, 감독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사
업장 방문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방문한다. 사업장 방문 시 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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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한 기술지원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규모 건설현
장에 연락이 가능한 현장소장 및 공종별 업체의 연락처가 현장 내에 부
착되어 있어 현장관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안전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위험 상황
신고가 산재보험 기술감독관에게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벌금이나 작
업중지 명령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3. 영 국
가. 산업안전보건청(HSE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1)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소규모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은 오랜 역사(수백년)를 지님으로써
- 내구성이 길어 개․보수 작업이 많고
- 오래 전에 도시의 규모, 형태가 개발된 상태로 대규모 신규 택지사
업 등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 건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이 노후화․열화로 재개발, 재건축, 증․개축
현장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 고층화․대형화, 다양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은 미미한 실정이다.
2)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

우리나라는 신흥지역 및 주택지 개발에 따른 신축 현장이 주류인 반
면, 영국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개․보수 현장이 주류인 상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오래되므로 개․보수 공사
(Remodeling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축 건축물 및 구조물은
미미한 상태이다.
- 건축 양식은 로마시대 고딕 양식(부채살 모양의 선상볼트-Fan
Vault)과 르네상스 양식으로서 박공지붕이 많고, 박공지붕 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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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물이 많이 발생하고 누수 등의 하자 요인이 증대됨으로써 지붕
개․보수 공사 작업이 많은 실정이다.
- 지붕 개․보수 공사 작업을 위해서 지상층에서부터 비계설치(Scaffold)
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 비계 위의 작업발판 <L=Variety, T=40～50m/m의 wood panel> 설
치가 빈틈없이 철저한 상태이다.
- 인양용 기기는 비계 파이프를 이용하여 도르레 형태의 기기를 이용
(Manual handling- Small lifting equipment).

[경사지붕 측면 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상태]

[에딘버러 성(Edinburgh Castle) 보수 공사의 비계 설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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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용 설비는 수직용 사다리를 이용
- 공사 규모 및 공사 범위에 상관없이 수직보호막 설치가 의무적이다.
- 인도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점멸등, 야광 테이프
등의 별도의 의견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소규모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은 지붕 공사, 외부 도장, 내부 인테리
어 공사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영국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단순한 관리조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사업주 자신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소규모 현장의 경우 자금의 부족, 낮은 생산성, 비효율적인 사업 수
행 전략 등으로 높은 실패(high chance of failure)를 내포하고 있다.
- 가격, 법규 준수 등의 제반사항 이행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
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소규모 현장은 낮고 단순 공종의 작업이지만 건설업의 경우는 타 업
종에 비해 보건․안전에 유해․위험 노출이 매우 심각하므로 영국
의 경우 소규모 현장에 대한 사고예방 홍보 등의 사업을 일부 전개
하고 있다.
3) 소규모 건설현장 관련 법규

영국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영국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세부 관리규정 및 지침
은 건설업만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고 1997년 제정된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에서 생산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Health and
Safety in Small Firms)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
산업 업종에 해당 적용되므로 그 내용이 전 업종에 해당되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근거도 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복
지규정과 건설공사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Construction Law)에
근거를 두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나 HSE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적이 없고, 상황에 따라 캠페인 등의 일회성
사업 등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건설안전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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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정은 CDM으로 통합되었다.

❍ 소규모 건설현장 행동실천제도

① 10 - thing must
- 사람을 해치는 원인에 대해서 예방법을 결정(평가)
- 사업수행에 있어 보건․안전의 관리 방향을 결정(정책)
- 작업장 내 책임자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해야 함.
- 작업자들이 작업 전 위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보건․안전을 알리고 훈
련규칙을 마련하여 실행
-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대해 유자격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 복지시설 설치(복지) 의무화 : 화장실, 세면장, 음용수대 등
- 안전보건 물질들에 대해 고용인들에게 설명해야 함.
- 안전보건복지법령,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리플렛(leaflet)으로 현장근로자
에게도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함.
- 자기 사업자나 고용주는 작업 중 사고․위험 등의 요인들을 기록 관리해
야 함.
- 신규 사업 시 HSE에 신고하거나 지방정부에 간단하게 신고해야 함.
② High 5 캠페인
Working Well Together와 HSE는 소규모 건설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High 5’ 캠페인을 전개
※ Working Well Together는 건설업체와 노동조합, HSE의 지원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영국의 주요 건설안전보건 캠페인임.
High 1 : 정리정돈과 인간다운 복지수준
․ 전도재해는 작업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해 유형임. 작업장 정리정돈
과 복지대책은 훌륭한 사업장의 기본 조건임.
High 2 : 추락재해
․ 추락재해는 건설업 분야에서 사망 및 중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임.
추락재해는 전체 재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추락재
해는 옥상, 부러지기 쉬운 자재, 사다리, 난간 등에서 추락하면서 발생
하고 있음.
High 3 : 운반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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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기 힘들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며, 운
반과 관련한 재해로 수많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을 떠나고 있음.
High 4 : 교통수단
․ 사람과 차량의 충돌 시에는 사람의 피해가 매우 큼.
High 5 : 석면
․ 영국 내 대부분의 건물은 석면을 사용하고 있음. 1980년 이전에 건축되
거나 재개발된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증명이 되기 전까지
는 석면 내장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음.

나. 영국과 한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방법 비교

영국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개시 신고는 HSE에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장 파악, 통제 등의 제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한국과 크
게 차별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사의 종류, 범위, 발주자 등에 따라
인허가 및 관리 주체 기관 등이 다원화되어 있어 현장 파악, 통제, 관리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신
고 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법규 준수 및 규정 의무사항에 있어 , 영국의 경우 소규모 건설현장도
법규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여 보건․안전에 대한 시설설치,
준수 의무에 대한 의식이 두드러짐으로써 재해예방의 효과가 매우 높다.
한국은 기업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 정책 등의 정치․사회․경제적인 환
경에 따라 법규나 규정․제도 등의 준수 의무 및 집행이 수시로 변화하
고 있고, 가장 기본 법규 준수 의무 인식이 저하됨으로써 소규모 건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발판 설치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시사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캠페인, 안전보건
주간행사, 세미나 등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와 알기 쉽고
평이한 문체의 간행물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및 소규모 사업장과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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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 등이다.
영국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세부 관리규정 및 지침은 건설업만 별
도로 규정된 것이 없고 HSE에서 1997년 제정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보건(Health and Safety in Small Firm)｣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규정은 전 업종에 해당되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정과 ｢건설공사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Construction Law)｣에 근거를 두고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
영국의 건설현장 중 5인 미만 영세 소규모(micro-construction) 현장
이 7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 현장이 많고, 소규모 건설현장
의 개시 신고를 HSE에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장 파악, 통제
등의 제반 관리 여건을 갖추고 있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처벌도 엄
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4. 일 본
가.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JCSHA)

일본의 안전위생법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목조가옥 등 소규모 주
택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보
면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건설업 노동재해
방지협회(JCSHA)에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한 다
음의 세 가지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전문공사업자 안전관리 활동 촉진사업
․ 목조가옥 등 저층주택 건축공사 안전대책 추진 모델 사업
․ 중소 종합공사업자 지도력 향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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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건설공사 관련 지원사업

소규모 건설공사 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업을 들 수 있다.
첫째, 목조가옥 등 저층주택 건축공사 안전대책 추진 모델 사업 : 목조
가옥 등 저층주택 건축공사의 안전을 위한 모델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
보자료의 제공, 교육 실시, 비계선행공법의 지원, 안전 패트롤의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안전위생 정보자료의 제공
․ 비계선행공법의 개요 리플렛
․ 비계선행공법의 작업 순서
․ 안전주간, 위생주간, 연말․연시 강조 기간의 실시 요령
․ 안전 패트롤 점검표
․ 목조건축 공사 안전대책 리플렛
- 교육연수회 개최
․ 비계작업 주임자, 목조건축 작업주임자 등을 대상으로 비계선행
공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연수회를 실시
- 비계선행공법의 비계 설치에 관계되는 지원
․ 비계선행공법을 적용하는 목조 건축공사의 경험이 없는 업자를
대상으로 비계 설치비에 대한 지원
․ 비계선행공법의 작업 순서 작성과 비계 조립 후 작업․비계 조립
에 관하여 기술상담원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전 패트롤의 실시
․ 기술상담원은 기업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안전 패트롤을 실시
- 목조 건축공사 관련단체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비계선행공법에 관한 연수회나 안전 패트롤
등에 대해 기술상담원 파견과 교재 제공 등의 지원
둘째, 중소 종합공사업자 지도력 향상사업 : 중소규모의 토목, 건축공사
를 시공하는 회사의 본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현장소장 연수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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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생관리 담당자의 연수회 실시
- 시범 회사의 지정과 지원 실시
․ 시범 회사의 안전위생관리 활동의 지원
․ 시범 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실시의 지원
- 경영자 안전위생 세미나 실시
- 안전위생 정보의 제공 등
나. 시사점

일본의 안전위생법에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조치 미비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후생노동성 감독관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등
감독은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은 민간단
체인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탁사업은 본사에 대한 교육,
세미나 등의 실시로 본사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과 소속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5. 프랑스
가. 건설업 재해예방조직 OPPBTP

건설업에서 발견되는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의 높은 발생률과 심각도
로 인해 OPPBTP(Organisme Professionnel dē Prevention du Bătiment
et des Travaux Publics)라는 예방조직이 설립되었다.
※ OPPBTP는 건설업 및 공공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가 조직
1985년 7월 법에서는 예방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OPPBTP의 임
무가 강화되었다. OPPBTP 지역위원회는 사업장들과 직접 접촉할 책임
을 진다. 이들의 활동은 사업장 내 안전진단, 기본훈련 및 보수훈련, 정보

제4장 외국의 중소 건설사업장 지원 및 감독 사례 109

전달(현장방문 또는 공식회의를 통하여), 그리고 기술지원(일반적으로는
현장방문 중에 또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등 네 가지로 나뉜다. 1998년과
1999년에 OPPBTP의 활동계획은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수립되
었다.
첫째, 1993년의 임시 또는 이동식 건설현장에 관한 법률(1993 Act on
temporary or Mobile Building Sites)에 따른 새로운 규제의 정보 전달
및 인식고취 캠페인
둘째, 석면 취급 업무의 문제점
셋째, OPPBTP 활동에 대한 인식고취 캠페인
넷째, 수공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위와 같은 활동계획에 따라 OPPBTP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보면,
첫째, 석면 제거 활동 : 석면이 함유된 건설 자재의 제거 및 대체는 물
론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위험 평가 및 분석 실시
둘째,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협력 : 1993년에 공포된 법률 및 관련 법령
에 관한 정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전파되었다. 지역
위원회에서는 2단계로 사업장의 안전에 개입하게 된다. 그 첫 번째 단계
는 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의 협력을, 두 번째 단계는 건설 작업 중의 협
력을 하게 되며, 주요 업무는 법에 규정된 예방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험
평가를 실시해 주는 것이다.
셋째, 컨설팅 조언 : 근로자 수 20～10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
상으로 하며, OPPBTP는 기술 조언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사업장의 위험
평가에 도움을 주며, 이것은 1998년에 시작된 것으로서 목표는 각 사업
장에 맞는 위험평가 방법을 제안 및 보조하고 전체적인 예방 정책을 수
립하는 것이다.
나. 시사점

프랑스에서는 건설업에서 발견되는 업무상재해 및 직업병의 높은 발
생률과 심각도로 인해 건설업 및 공공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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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OPPBTP)이라는 예방 조직을 설립하여 건설업 재해예방사업을 수행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한다.
- 석면 제거 활동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협력
- 컨설팅 조언

6. 국제노동기구(ILO)
가. 사례 : WISE 프로그램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의 기금과
ILO의 기술적인 지원하에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인 WISE(Improving Working Condition and
Productivity in Small Enterprise)45)는 필리핀 정부의 프로젝트이다. 운
영 부처는 고용노동부(DOLE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이며, 1989년 8월부터 1990년 11월 기간 동안 미국 국제개발처(USAID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재정지원과
ILO의 기술지원하에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시행하였으며, 1993년도
말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WISE 프로젝트는 1998년도까지 연장되
었다.
WISE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은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한 중소 사업장
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이며, 자본과 기술이 제한적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비용 - 고효율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방법
의 보급을 포함하고 있다. WISE 프로그램에서 포괄하고 있는 8가지 기
술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자재 보관 및 취급
- 작업대 설계
- 생산기계의 안전성

45) WISE : Work Improvements in Smal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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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의 관리
- 조명
- 복지시설 및 서비스
- 작업장 건물
- 작업조직

WISE 프로그램의 훈련 핵심

WISE 프로그램은 좋은 작업환경과 생산성 향상의 관계를 사업주와 근로자들
이 알게 하며, 프로젝트의 주요 전략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실질적인 실습
훈련이며 훈련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지역의 사례를 이용하라(use local examples)
- 실천함으로써 배우도록 장려하라(encourage learning-by doing)
- 경험의 교류를 증진하라(promote exchange of experience)
-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라(enhance workers' involvement)
- 다른 관리 목표와 작업환경을 연결시켜라(link working conditions with
other management goals)

나. 시사점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의 기금과
ILO의 기술적인 지원하에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인 WISE(Improving Working Condition and
Productivity in Small Enterprise)는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작업조건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WISE 프로그램은 좋은 작
업환경과 생산성 향상의 관계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알게 하며,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실질적인 실습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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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 주
가. 산업 차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그린카드(Green Card) 제
도46)47)
1) 개요 및 도입 시기

호주에서는 그린카드(Green Card)제도에 의해 건설업에서 일하는 종
사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기초안전교육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에게만 일반안전교육이수카드
(Green Card)를 지급하고 현장근로자들은 반드시 공통적인 산업안전교
육을 이수했음을 입증하는 그린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린카드 없
이 일 못함!(No Green Card, No Work!)’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현장에서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기초적인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현장 출입을 허용한다. 현장에서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보유해야 한다. 호주의 산업안전 담당기관인 Workcover48)
가 현장 방문 시 자료를 요구하면 노사는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우 모든 건설
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안전교육제도를 산업안전보건규약(NSW
OH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2001)에서 특별히 규
정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 취업하려면 세 가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취업 전에 종사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건설업
일반산업안전교육(OHS General Induction Training for Construction
Work), 둘째, 현장에서 건설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안전교육(Site
46) 심규범(2007), ｢건설현장의 산업안전효과 제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47) 강병조(2009), ｢호주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안전보건 연구동향, 산업안전보
건연구원 참조.
48) 호주의 산업안전청으로서 한국의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통
합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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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OHS Induction Training), 셋째, 고용된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
전교육(Work Activity OHS Training)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건설현장에서 그린카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기초안전교육을 포함한 모든 안전교육이 원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모든 현
장에서 진행되어 중복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린카드 제도 도입
이후 건설업체는 일반안전교육을 생략하고 당사가 주관하는 현장별 안전
교육(Site Specific OHS Induction Training)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 내용은 네 가지로 구
성된다. 첫째,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이다. 산업안전을 구성하
고 있는 법령(OHS Act) 및 규정(OHS Regulation)과 피용자 및 사업주
등 관련자들의 책임(Duty of Care), WorkCover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둘째, 건설현장에서의 위험관리 방법이다. 위험요소 확인 및 평가, 통제
방법(대표적인 작업장 위험 요소에 대한 인지와 통제 및 관리 원칙 등
포함) 등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문, 정보, 훈련 등이다. 작업
현장 내에서 직업건강 안전 논의 방법,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넷째,
사고․비상사태․산재보상보험 등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법,
작업장 상해 및 관리와 산재보험법 소개 등이 포함된다.
2) 그린카드제도 관련기관 및 이수증 발급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우 그린카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담당부서인
WorkCover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주관하게 된다. 그린카드(2004년 이
래로는 사실상 White Card) 발급을 위한 교육은 개별 기업에서 실시하
는 것이 아니라 초기업 단위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기초안전교육(OHS General Induction for Construction
Industry) 과정은 건설현장에 진입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6
시간 과정이다. 내용을 전달하는 강사는 WorkCover에 고용된 신분은 아
니지만 일정한 건설현장 경험과 산업안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규모
그룹 훈련 자격증(Certificate IV)을 취득해야 하며 WorkCover에 등록되
어 있어야 한다. 교육 내용 전달 방법은 강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의 교육 내용 학습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룹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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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호주의 그린카드(앞면과 뒷면) : 건설업 일반산업안전교육 이수증

개인에 대한 질문, 시험 등이 병행된다.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당일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증은 임시 그린카
드 형식(종이서식)으로 건설현장에서 발행일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하다.
이후에는 WorkCover에서 개인에게 발행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육확인카
드(그린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린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발행기
관인 WorkCover를 통해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나. 국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에 주는 시사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동이 잦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의 기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개별 사업주의 실시 유인 저하에서 오는 문제점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8. 외국 제도의 시사점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에 관한 외국 사례의 공통된 특징은 우
선 공사의 규모에 관계없는 강력한 법집행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기술지
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며, 기술지원의 내용도 현장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고려해야 할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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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미국의 경우는 감독인력과 별도로 주정부에서 기술지원을 하며 기술
지원 내용에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의 기
술지원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산재보험 안전기술감독의 자질 관리가 엄격하며, 직무는
실무 수행이 아닌 조언, 지도, 감독 등 감시와 견제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는 점이다. 특히 산재보험기술감독관(TAB, Technische Aufsichtsbeamte)
은 현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벌금이나 작업중지
등의 벌칙을 부과하여 규제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는 실질적인 실천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열 가지 필수 수
칙, High 5 캠페인 등 핵심적인 소수 항목을 집중관리하며 자금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는 공사 착공 신고를
의무화하여 발주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규제 및 독려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엄격한 처벌이 수반된다는 점, 그리고 5인
이상, 공사 기간 30일 이상의 소규모 현장에도 발주자의 안전전문가 선
임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일본의 경우는 민간협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며, 지
원 내용에 중소 종합공사업자의 지도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근원적인 안
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특징은 민간으로 전문가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위원회를 통하
여 사업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리핀 지원사업의 예를 보면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병행하여 지도함으로써 안전과 생산활동의 일체화를 도모
하고,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실습훈련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
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특징은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동이
잦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의 기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개별 사업주의 실시 유인 저하에서 오는 문제점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면 대부분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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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건설업 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본사와 현장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시설 개선 등에 자
금을 지원하며, 캠페인 등을 통한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착공 신고 절차를 통하여 확실한 지도․감독 경로
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다음의 사업
주를 위한 핵심 훈련원칙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
료된다.
- 해당 지역의 사례를 이용하라(use local examples)
- 실천함으로써 배우도록 장려하라(encourage learning-by doing)
- 경험의 교류를 증진하라(promote exchange of experience)
-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라(enhance workers' involvement)
- 다른 관리 목표와 작업환경을 연결시켜라(link working conditions
with other management goals)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면, 우선 감독체계의 개
선을 통한 합리적인 지도, 감시 경로의 확보, 발주자에 적정 의무 부여와
위반 시의 벌칙 강화를 통한 지술지원에 대한 동기부여, 중소규모 현장
수준에 적합한 실질적인 기술지원과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질 유지 및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 대책을 표로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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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가별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대책
지 원 내 용

미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바, 중소기
업지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컨설팅(On-Site Consultation) 프로
그램이 대표적임.

일본

민간단체인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고, 위탁
사업은 본사에 대한 교육, 세미나 등의 실시로 본사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과 소속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영국

기본적인 전략은 캠페인, 안전보건 주간행사, 세미나 등을 통한 안전보
건의식 고취와 알기 쉽고 평이한 문체의 간행물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및
소규모 사업장과 연관된 각종 단체와의 연결고리 형성 및 안전시설 미
비 시 강력한 법집행

독일

기술감독관이 현장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 전체를 지
도․감독(감독과 기술지원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하며, 법 위반
시 벌금이나 작업중지 명령 등 엄격한 법집행

프랑스

건설업에서 발견되는 업무상재해 및 직업병의 높은 발생률과 심각도로
인해 건설업 및 공공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가조직(OPPBTP)을
설치하여 건설업 재해예방사업 전담

ILO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금과 ILO의 기술적인 지원하에 소규모 사업
장의 작업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WISE 프로그램(적은 비용
으로 안전한 작업조건 향상에 기여) 시행

호주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동이 잦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의 기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 효과를 높임
과 동시에 개별 사업주의 실시 유인 저하에서 오는 문제점을 아울러 해
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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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정리 :
심층면접

1. 일반사항
가. 설문 대상, 설문 기간, 설문 방법

건설업 산재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학계, 지도․자문기관의 전문
가, 노동계 및 경영계의 전문가를 전문가 설문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2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부록 1 참조)로
리서치 전문회사의 전문 면담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설
문에 참여한 전문가 20명의 구성은 전문가(학계, 안전보건공단, 대행기
관) 6명,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건설안전 담당 7명, 경영계 사측
건설안전 전문가(건설협회, 건설회사 등) 7명이다. 이들의 건설안전 분야
경력기간은 10년 미만 2명, 20년 미만 10명, 20년 이상 8명이다.
나. 설문 내용

설문 내용은 I)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특성 및 원인, II) 중소규
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III)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법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세부 질문 사항들로 구성하였다(표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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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설문의 구성 내용

질 문

세부질문

(1) 공사현장 측면, (2) 근로자 측면, (3) 안전보건관리 측면,
1.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4)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 (5) 공사 발주자 측면, (6) 기
특성
타 측면
2.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1) 재해의 종류 측면, (2)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체 측면,
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3) 여러 단계의 하도급 측면, (4) 근로자 측면(안전의식, 기
의 특성
능도 등), (5) 기타

Ⅰ.
중소규모 3.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1) 안전보건관리자 측면(현장에 안전전문가 부재 등), (2)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 (3) 공사 발주자 측면(안전책임의
건설현장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리적 분담 등), (4) 공사 감리자 측면, (5) 근로자 측면,
산업재해
원인
(6) 기타 측면
특성 및
원인
(1) 안전보건관리 측면, (2)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 (3)
4.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
공사 발주자 측면, (4) 공사 감리자 측면, (5) 근로자 측면,
업안전 문제의 핵심
(6) 기타 측면
5. 기타 중소규모 건설현
장 산업재해 관련 주
시고 싶은 말씀

-

6. ｢제3차 산재예방 5개
년계획(2010∼2014)｣
중 ‘1. 건설업 건설공
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및 집중관리 강
화’ 관련

(1) 발주․설계․감리․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2) 민
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업체 선정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
관리 시행방안 마련, (3)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참여자
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 (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 (5) 사업주(공사현장)의 안전의식 등 내
부적 동기부여 부족

7. ‘2. 비정규직 건설일용
근로자의 고용 특성 등
(1) 그린카드제도, (2) 표준안전관리비 중 일부를 기초안전
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Ⅱ.
교육이수제에 공동부담하는 방법, (3) 사업주의 경영마인드
을 개별 사업장이 아닌
중소규모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개설
업종 차원에서 실시하
건설현장
는
방안 강구’ 관련
산업재해
예방대책 8. ‘3. 대상별 특성을 고려 (1) 사업주에게 안전경영 우수사례 등 교육, (2) 사업주에게
한 교육프로그램 및 안 안전경영 우수사례 교육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3) 발주
전보건교육지원’ 관련 자에 대한 책임 부여, (4) 비전임 안전관리자 확대 배치
9. ‘4. 노사공동 산업안전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2)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건 협력체계 구축’ 안전보건위원회 참여, (3) 사업주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및
관련 미진점 및 개선점 교육
10. ‘5. 중소규모 건설사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위험성평가제도, (3) 상생협력
업장에 적용될 수 있 프로그램, (4) 안전지킴이제도 (5) 발주자 중심 책임체제,
는 제도’ 관련
(6)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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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의 계속

질 문

세부질문

11. 중소규모 건설현장
효과적 산업안전대책
및 효과가 낮은 대책
개선방안

-

12. 산재감소를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소

-

Ⅲ.
13. 가장 중요한 요소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공급할
건설현장
수 있는 방안
산업재해
14. 설계 단계, 인허가
해법
단계에 반영시킬 만
한 요소

-

-

15. 산재 감소를 위한 당
사자들의 역할

-

16.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

-

2. 설문 분석 I :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특성 및 원인
설문 인터뷰에 앞서 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은 ‘소규모 건설공사’(이 중 3억 원
미만은 ‘영세소규모 건설공사’), 20억 원 이상〜120억 원 미만 공사는 ‘중소규
모 건설공사’라고 합니다.
2011년도의 경우, 건설업 전체 재해자 22,782명 중 3억 원 미만 공사에서
47.3%, 3억〜2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9%로,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에서 전체 재해자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억〜120억 원 미만 중소규
모 건설공사에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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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 1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사현장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근로자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기타

1) 공사현장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공사현장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공사현장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신공법이나 도전적인 기술의 적용은 적으며, 기존 공법에 의한 단순시공이
많음.
②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 부재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등 안전시설
상태 극히 저조
③ 짧은 공사 기간
④ 조직의 부재, 관리능력의 부재
⑤ 최저가, 부족한 공기로 계약, 상주 관리자 부족
⑥ 최대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창출
⑦ 최소 품질 및 최소 안전관리를 통한 이윤창출

2. 경영계

① 1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없음.
② 단기간의 공사
③ 주로 도심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대부분->공사 규모가 작고 공사장
주변에 차량, 사람 통행이 많음.
④ 대규모 건설장비보다 소규모 건설장비와 가설재를 많이 사용함.
⑤ 짧은 기간 내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감독이 어렵고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음.
⑥ 빠른 결정 및 짧은 공사 기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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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건설공사 중 근로자 투입이 많은 건축현장이 많고, 공사 기간이 짧음. 분리
발주된 공사로 전문공사도 일부 있음. 그러나 원하도급 관계라는 기본 특성
은 동일함.
② 낮은 임금의 근로자가 많고, 안전관련법규가 관례상 배제되어 있음.
③ 저임금
④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기능의 부재와 부실시공.
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건산법 등의 적용이 관례상 배제된 위험한 사
업장
⑥ 소규모 현장으로 안전설비에 대한 시설투자가 어려움.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공사현장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1) 소규모 건설현장, 2) 단기간 공사, 3) 노동력 집중 투입, 4) 법
정 산업안전보건조직이 없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 5) 외국인근로자 투
입, 7)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재, 8) 높은 재해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5-2 참조).
2) 근로자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근로자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근로자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대규모 현장에 비해 기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와 관리 수준이 낮은
관리자
② 작업반장에 의한 일자리 주선으로 시공사보다는 반장에 의해 통솔되며, 시
간제 근로보다는 작업량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므로 안전관리 소홀
③ 일용직 근로자가 문제(십장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화된 제대로 된 근로자가
아님)
④ 일용직 근로자(고용의 불확실)
⑤ 미숙련근로자가 및 고령근로자로 인한 피동적 활동
⑥ 안전의식 결여로 개인보호구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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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안전의식과 숙련도가 낮음.
② 전문화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③ 일용직 근로자가 많음.
④ 연속적인 작업일수가 적음. 시공자가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관리에 대한 관

2. 경영계

심도가 낮음.
⑤ 전문직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주로 경험에 의지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전의식이 비교적 낮음.
⑥ 안전규정과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불안전한 행동을 하여도 별도
의 제재가 없음.
⑦ 저임금, 복지제도에서 소외
① 건설공사 중 근로자 투입이 많은 건축현장이 많고, 공사 기간이 짧음. 분리
발주된 공사로 전문 공사도 일부 있음. 그러나 원 하도급 관계라는 기본 특
성은 동일함.

3. 노동계

② 낮은 임금의 근로자가 많고, 안전관련 법규가 관례상 배제되어 있음.
③ 저임금
④ 외국인근로자들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기능의 부재와 부실시공
⑤ 산업안전법, 근로기준법, 건산법 등의 적용이 관례상 배제된 위험한 사업장
⑥ 소규모 현장으로 안전설비에 대한 시설투자가 어려움.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근로자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
성은 1) 저임금, 2) 일용직 근로자, 3) 낮은 안전의식, 4) 개인보호구 착용
미준수, 5) 미숙련자 및 고령근로자, 6) 작업량에 의해 임금결정, 7) 외국
인근로자 대량 유입으로 기능 부재, 부실공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 참조).
3)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
하면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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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위험요소가 대규모 공사에 비해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안전시
설 및 관리수준 때문에 오히려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
② 안전보건관리가 시공사 및 현장소장에 따라서 차이가 심함. 산업안전보건
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나 불이행
③ 안전조직의 부재, 안전보건관리비의 미집행
④ 안전의식이 낮음.
⑤ 원도급사의 총괄관리보다는 협력사 자체의 경험에 의한 수동적 안전보건관
리 실시

2. 경영계

① 안전관리자의 미선임
② 원도급사에 따라서 차이가 남.
③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열악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담자가 없음.
④ 안전보건 분야에 할당된 안전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법에 규정된 안
전보건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⑤ 전담부서나 안전조직이 없으므로 안전보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함.
⑥ 안전보건관리 관련 예산 및 인원부족

3. 노동계

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안전관리 담당 인력이 없음. 아울러 안
전보건관리의 체계나 정보가 취약함.
② 중소현장에 있어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에 밀려 사실상 안전보건관리가 제
대로 되지 않음.
③ 극단적 이윤추구를 위해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에 사실상 안전보건관리는
부재
④ 공사 기간이 짧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하도급이 진행되는 관행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삭감되며 적은 공사비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움.
⑤ 안전의식이 낮음.
⑥ 재해가 다발할 수 있는 현장 특성상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우선적인 투자
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의 특성은 1) 안전관리자 미선임, 2)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고위험 증가,
3) 안전관리 예산, 인력 부족, 4) 안전시설 미흡, 5) 협력사 자체의 경험
에 의존한 수동적 안전보건관리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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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입
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
을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표 5-5>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시공사 특성상, 직원의 이동이 잦은 업체
② 경험 부족한 관리자에 의한 조직 구성
③ 품질, 안전 등을 초월한 이익 실현
④ 시공자도 소규모업자이고 사업주도 일회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의 노하우가
없음.
⑤ 시공자의 이윤추구
⑥ 저가 수급 낙찰 유도, 그러면서 수급사에 모든 책임 부여를 통한 최소 원가
투입
①
②
③
④

2. 경영계

공사비 절감이 절실
금액이 높을수록 관련기관의 점검이 심함.
공기가 짧고 공사비가 적음. 불연속적인 작업에 비해 공사비가 부족함.
대형 건설공사에 비해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므로 무리한 작업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음.
⑤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시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되므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게 됨.
⑥ 공사 시공자는 짧은 공기 → 비용절감, 사업주는 설계변경 용이 → 비용절감

3. 노동계

① 중소 건설회사가 수주, 시공 비중이 높음 → 덤핑 낙찰이 심하고, 경영악화
사업장 비중이 높으므로, 안전관리는 절대적으로 취약. 실질적으로 산업안
전보건을 위한 투자 취약
② 건산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미이행 사업장으로 인식
③ 최우선 과제인 이윤추구를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목적
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저임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실상 안전과 보건관리
는 뒷전임.
④ 작업방식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수칙만 지키기를 강요함.
⑤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원관리는 용이하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세한 관리가 필요함.
⑥ 시공자와 발주자도 영세하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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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
설현장의 특성은 1) 자본 규모 소규모, 2)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비용
절감 필수적, 3) 이윤추구를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3) 품질, 안전을 무
시한 공사비 절감, 4) 안전보건규정 준수 무시, 소홀, 5) 안전관리 지원
미흡, 6) 저임금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채용, 7) 안전시설 설치 미비,
8)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강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4-5 참조).
5)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
하면 <표 5-6>과 같다.
<표 5-6>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이 없음.
원가절감을 위한 공기 단축을 가장 원함.
공사 발주자도 소규모업자임.
비용절감과 조기 준공
최소 공사비 산정 및 계약 이후 원도급사에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 부여

2. 경영계

① 공기 단축
② 공사비 및 공기-산정이 힘듦.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가 힘듦.
③ 주로 민간 발주가 많으며, 비용절감과 공기 단축을 우선적으로 시공사에게
요구함.
④ 목적물에 대한 안전보건상 책임이 없으므로 안전에 대한 노력과 지식이 전
혀 없음.
⑤ 발주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건설사에서 선택 용이

3. 노동계

① 공공사업장인 경우에도 대규모 국책사업보다는 지자체나 교육청 등의 공사
가 많음.→ 발주자도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의식이나 전문성 없음.
②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자신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부족
③ 모든 것을 시공사 측에 맡기며, 현장 관리 감독의 의지가 없음.
④ 관공서가 아닌 경우 중소규모 발주처가 많다 보니 일하는 사람도 불안한
면이 있음(임금체불 문제 등).
⑤ 발주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한데 중소규모 현장의 발주자는 안전에 대한 인
식과 의식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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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
은 1) 원가절감을 위한 공기 단축, 2) 법적 안전보건의 책임이 없으므로
안전에 대한 지식, 의식 없음, 3) 공사 계약 이후 원도급사에게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 부여, 4) 현장근로자와 발주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
족, 5) 발주자의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6 참조).
6) 기타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기타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입니까?”라는 설
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7>와 같다.
<표 5-7> 기타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2. 경영계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를 공급하는 체계가 많으므로 인력사무소에 대한 관
리가 필요
②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
① 건설현장의 특성은 최저가 입찰, 비정규직 근로자 다단계 하도급, 작업환경
이 열악함.
① 비정규직 근로자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기타 측면에서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1) 인력사무소를 통한 근로자 공급, 2) 다단계 하도급, 3) 열악한 작업환
경, 40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7 참조).
나. 설문 2 :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2.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재해의 종류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물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여러 단계의 하도급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근로자 측면(안전의식, 기능도 등)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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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의 종류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에
대한 응답

재해의 종류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
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표 5-8> 재해의 종류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
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추락재해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부실한 안전시설에 기인함.
②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추락, 낙하, 전도 등 재래형 사고 빈발
③ 안전대 미착용 등 근로자 개인의 의식 미흡
④ 전도와 추락, 전도도 단순히 주변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
지는 사고가 많음. 단순히 주변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
기 때문임.
⑤ 추락, 전도, 협착
⑥ 추락, 전도, 감전 등의 재래형 재해 반복

2. 경영계

① 12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는 중상이 많은 반면에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는 경상이 많음.
②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추락의 위험이 가장 큼.
③ 추락재해
④ 경미한 재해가 대부분, 근로자의 의식이 낮아 발생되는 재해가 많음.
⑤ 대형 건설공사에 비해 비계, 동바리 등의 가설전용자재 사용이 많으며, 가
설구조물의 규모도 비교적 크므로 가설구조물의 전도, 붕괴 등의 사고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음.
⑥ 추락, 낙하에 의한 재래형 재해
⑦ 저가낙찰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안전장비 부족 및 설계변경 등으로 기간 연
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인한 공기 축소

3. 노동계

① 대규모 공사에 대비하여 기계나 장비 투입 비중이 적음. 시설과 설비사고보
다는 추락방지 조치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 재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②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 전도의 비율이 높음.
③ 이윤추구를 위해 기능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언어소통 및 기
능성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의식 부재.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됨.
④ 안전시설 설치 소홀로 인한 추락, 붕괴, 전도, 충돌, 낙하, 비래 사고가 반복
적으로 발생함.
⑤ 추락, 낙하, 비래 등 후진국형 재래형 사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⑥ 추락재해가 다발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시설투자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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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재해의 종류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1) 안전설비 미비로 인한 추락, 전도,
낙하, 협착, 감전 등 재래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2) 가설구조물의 전
도, 붕괴로 인한 사고, 3) 주변 환경정리 불량으로 인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 4)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언어소통 및 기능성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5)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8 참조).
2)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물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
업재해의 특성에 대한 응답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물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
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
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표 5-9>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물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법적인 최소 요건조차 지키지 않는 수준의 안전시설, 특히 비계의 부실한
설치. 작업발판 불안전한 설치
② 구조 검토 없이 경험에 의한 시공
③ 외부 비계의 설치 상태 미흡-작업발판, 안전난간, 가새, 밑둥잡이 등 미설치
④ 안전난간, 안전망 등 기본적인 시설물 미설치
⑤ 비규격품을 많이 사용하고 정석대로 설치하지 않음.
⑥ 안전시설의 미설치 및 부적절한 설치, 유지관리의 부적절
⑦ 설계서의 세부 부분을 수시로 누락시켜며 정밀시공 의지 부족 → 수급사에
모든 책임 일임.

2. 경영계

① 가시설 설치가 불량함.
② 원청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음.
③ 가시설물을 설계하지 않음. 이로 인해 비용 누락이 많음.
④ 가시설물의 규모가 크므로 가설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사고발
생 가능성이 높음.
⑤ 투자비용 절감으로 가시설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므로 추락, 낙하재해가
빈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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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가설재의 경우에도 안전제품보다는 저가 시설이나 중고 재활용 시설 사용
이 많고, 이로 인한 위험도 높음. 기본적으로 가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이 많음.
② 비계, 사다리, 시스템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음.
③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안전그물과 같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④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가시설물에 공사 자재 등의 무리한 적치로
붕괴 또는 낙하하여 물체에 타격당하는 사고 발생
⑤ 규정대로 설치하여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땜질식 공사를 하는 것이 관행
화되어 있고, 정품이 아닌 비정품 자재를 많이 사용하면서 부실 시공 문제
들도 발생하고 있음.
⑥ 비정품의 사용이 높음.
⑦ 가시설의 안전시설 측면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보급과 지원이 시급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물 측면에서의 중소규
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1) 법규정에 의한 정품이
아닌 저가, 중고, 비정품, 비매품 자재 사용, 2) 건축물 구조에 대한 검토
없이 경험에 의한 사용, 3) 가시설물 설계 및 시공 오류, 4) 설계서의 세
부 부분을 수시로 누락시키며 정밀시공 의지 부족, 5) 비계의 부실한 설
치, 6) 작업발판의 불안전한 설치, 7) 안전난간, 안전망 등 기본적 가시설
물 미설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9 참조).
3) 여러 단계의 하도급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의 특성에 대한 응답

여러 단계의 하도급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
업재해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
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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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여러 단계의 하도급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하도급 체계는 전문성을 높인다는 장점은 있으나 다단계를 거치면서 불필
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공사의 부실화의 우려가 있음.
② 저가 계약으로 인한 안전시설 설치 기피
③ 원도급사의 지시․지적 불이행되어도 인력수급이 어려워 지도 회피
④ 전문직 근로자보다 일용직 근로자 수가 더 많음.
⑤ 공사금액의 절감, 기능 부족의 근로자 채용
⑥ 부실공사의 간접적 원인제공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충분한 공사비 미
확보

2. 경영계

① 원도급사를 따라감-자율성이 없음.
② 공기 단축
③ 원-하도급 단계보다 하도급 이후 다단계 하도급이 많아 안전관리가 잘 이
루어지지 못함.
④ 공종별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며, 실 투입비용이 감소
하여 안전보건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
⑤ 다단계 하도급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없어짐.
⑥ 경쟁입찰로 인한 자금 압박

3. 노동계

① 하도급 측면에서는 건설공사 규모별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중소규
모 건설현장은 중간 하도급 혹은 재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술력보다
는 저가입찰과 소위 유령 재하도급이 많아, 실질 시공과 공사금액의 누수
현상이 심각
② 오히려 중소 현장에서 중층적 하도급 구조가 더욱 빈번히 발생
③ 큰 규모의 현장보다 중소 현장에서 중층적 하도급 구조가 더욱 빈번히 발
생됨.
④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정형화된 공정 수립이 불가능하며 안전관리 프
로그램도 무용지물임.
⑤ 별도의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단계 하도급에 의
한 인건비 따먹기식 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⑥ 인맥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하다 보니 관리가 소홀하고, 하도급을 받다 보니
안전장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음.
⑦ 여러 단계의 하도급은 반드시 비용의 절감을 유발하므로 도급 체계의 개선
(단계 축소)이 필요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여러 단계의 하도급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
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1) 저가 계약으로 인한 실 투입
비용 감소로 공기 단축 2) 안전시설 설치 기피, 부실공사 요인 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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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재, 4) 별도의 안전관리비
축소, 미사용, 5) 안전관리 프로그램 부재, 6) 안전장구 지급 미비, 7) 일
용직 근로자 다수, 8) 기능보유 근로자 부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0 참조).
4) 근로자 측면(안전의식, 기능도 등)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에 대한 응답

근로자 측면(안전의식, 기능도 등)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
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1>과
같다.
<표 5-11> 근로자 측면(안전의식, 기능도 등)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2. 경영계

응답 내용
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안전의식이 부족한 근로
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관리 수준이 높으면 사고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음. 근로자의 사고의 원인으로 보면 안 되고 사고의 희생
자, 피해자로 봐야 하며, 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 중점
을 둬야 함.
② 지속적으로 미흡한 안전시설 설치 상태에서 작업하여 안전의식 부족
③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기능도 부족과 안전의식이 내국인보다 결여
④ 안전 개념이 없고, 안전에 대한 최초의 시도도 부족함.
⑤ 안전의식의 부재와 기능 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채용
⑥ 미숙련근로자와 고령근로자가 대다수이다 보니 안전불감증 만연(개인보호
구 미착용)
① 회사 차원의 관리가 낮기 때문에 안전의식 또한 결여되어 있음.
② 안전의식이 많이 부족함.
③ 근로자의 마인드 변화가 되지 않음-근로자의 과실 여부도 따져야 되는 시
스템이 필요
④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희박, 숙련된 근로자가 적음.
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기초안전교육, 기능교육, TBM 등 안전 확보에 필요
한 교육을 적절히 받을 기회가 적어 안전의식과 기능도는 낮은 편임.
⑥ 건설업 근로자는 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고령자, 사회적 취약
자, 미숙련자,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부주의 성향을 갖고 있음.
⑦ 저임금, 경비 부족, 시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의식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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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공사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기능도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음. 용역회사를
통한 취업 비중이 높으므로, 숙련도의 차이와 공사 경험에 따른 안전사고
경험과 대처요령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차이가 사고와 관련하
여 의미있는 차이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은 없음. 건설근로자
의 경우 중소규모 현장과 대규모 현장에 취업하는 근로자가 분리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다만 공사 규모보다는 공정이나 직종별 차이는 있음.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차이보다는 원청의 안전관리 수준의 차이가 결정적
임.
② 위험, 불안한 현장으로 인식
③ 위험하고 복잡한 현장으로 인식하나,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함.
④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빠른 시간에 많은 생산을 통
한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밀을 요하는 기능이나 작업
에 맞는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움.
⑤ 중소 현장은 대규모 공사현장과 달리 각종 규제가 약해 관리자들의 간섭이
적은 편이라 일부는 선호하는 측면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주로 중소 현장
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안전의식이 매우 취약함. 대기업 현장이 아니다 보니 기능도도 많이 떨어
짐.
⑥ 원청자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변하는 것 같음.
⑦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근로자 측면(안전의식, 기능도 등)에서의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1) 근로자는 산업재해
의 희생자로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 2) 지속적으로 미흡한 안전
시설 설치 상태에서 작업하여 안전의식 부족, 3) 원청들의 안전관리 수준
의 차이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차이 결정, 4) 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육
을 적절히 받을 기회가 적어 안전의식과 기능도가 낮은 편임, 5) 미숙련
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다수, 6) 위험하고 복잡한 현장으로
인식하나,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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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에 대한
응답

기타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
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2>와 같다.
<표 5-12> 기타 측면에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무엇보다도 근로자에게 사고의 원인을 전가시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
며,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
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요구됨.

2. 경영계

① 중소규모 현장에 취업 시 근로자에 대한 취업 적정성이 판단되지 못함.

3. 노동계

① 행정력 부족의 이유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미비한 수준의 솜방망
이 행정처벌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1) 사업주의 법적 요건 미준수 자세, 2) 법적 요
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기관의 불철저한 감독, 3) 근로자
에게 사고의 원인 전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2 참조).
다. 설문 3 :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현장 내 안전전문가 부재 등)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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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발주자 측면(안전책임의 합리적 분담 등)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근로자 측면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기타

1)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
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현장 내 안전관리자 부재 등)에서 중소규모 건
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3>과
같다.
<표 5-13>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
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단속 필요
②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전문가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이 상주
하지 않는 현장이 대부분으로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③ 기술지도요원이 월 1회 방문하여 개선대책 설명 및 지도해도 이행하지 않
음-현재의 계약 방식에 의거한 기술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이 시공사에 강력
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없음.
④ 안전전문가의 부재
⑤ 조직이 없음. 형식적인 기술지도 계약 및 기술지도
⑥ 안전조직이 없어 타 분야 업무와 겸직을 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
이 없는 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가 많음. 한 마디로 무늬만 안전 업무,
주 업무는 본업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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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2. 경영계

① 현장 내 안전전문가 부재
② 안전시설물은 잘 되어 있음(안전대, 가시설물), 근로자의 마인드 변화 중요
-근로자의 과실 여부도 따져야 하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
③ 일부 원인도 있겠지만 공사비에 견주어 볼 때 안전전문가 전담 배치는 불
가함.
④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보건 전담요원이 상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전조치들이 미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⑤ 안전조직의 부재로 규정과 절차가 없으며, 있어도 관리할 수 없음.
⑥ 발주처의 저가 입찰 및 짧은 공기에 대한 부담

3. 노동계

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나 조직 체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중소규모인 경우 공사 기간이 짧아, 하도급 업체의 관리자는 아예 현장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근로자들은 일을 같이하는 작업팀장만 보고 일을
하게 되는데, 작업팀장은 전체 공정, 시설 등 위험 정보가 없고, 권한도 없
음.
② 시공사의 극단적 이윤추구
③ 안전의식의 부재와 둔감
④ 안전시설과 자재 정리 등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높음.
⑤ 조직 체계가 부실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현장 내 안전관리자
부재 등)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
적인 원인은 1) 현장 내 안전관리조직 부재, 안전전문가 부재 2) 비용절
감을 이유로 타 업무 분야와 겸임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겸임자
에 의한 관리로 무늬만 안전관리, 3) 외부 기술지도기관의 형식적인 기술
지도 계약 및 지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3 참조).
2)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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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감독기관의 시공자에 대한 단속이나 감독이 소홀함.
② 사업주의 안전시설 투자 부족 및 무관심
③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사법 처리 등도 극히 저조하여 적발에 걸릴 위험성이
적으므로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의식
④ 돈의 문제
⑤ 안전, 보건 투자의 미흡과 의식의 부족, 안전활동의 미이행
⑥ 안전에 대한 무관심

2. 경영계

①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② 근로자의 마인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
③ 하도급자에 대한 입찰 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선정시 불이익이 없음, 책
임자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함.
④ 이윤 확보를 위해 현장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관리,
감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므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⑤ 최저가 입찰에 따른 이윤보장(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함.

3. 노동계

① 사업주의 무리한 이윤추구
② 안전의식의 부재, 안전시설 투자의 기피
③ 시공사의 극단적 이윤추구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 최저가 낙찰
제로 극단적 이윤추구를 위하여 현장 투입비용이 최소화되어 안전시설
투자 기피, 무관심, 2) 감독기관의 안전법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감독
소홀로 과태료, 사법 처리가 극히 저조하여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무관
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4 참조).
3)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
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공사 발주자 측면(안전책임의 합리적 분담 등)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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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음.
② 공사의 발주자에게도 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발주자의
지시를 따르는 독립적인 안전관리 조직이 없기 때문임.
③ 재해발생 시 발주자의 책임이 거의 없으므로 원가, 품질, 공기 등만 관리
④ 민간 발주자 계약 시 안전관리비는 형식적 산정으로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중요시하지 않는 원인 제공
⑤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
⑥ 발주자의 안전의식이 낮음(시공 중 안전에 대한 미참여).
⑦ 현행법상 발주자 책임 전무

2. 경영계

① 공사장이 소규모이다 보니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 관
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②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③ 공사비용 절감이 가장 큰 이유이므로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
하는 경우가 드물며, 사고예방에 관한 의식은 낮음.
④ 절대적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
⑤ 안전의식 부족, 원가절감 우선

3. 노동계

① 발주자의 무관심
②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지가 없으며 무관심
③ 산업재해 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발주자임.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무관심, 안전의식 부
족, 2) 시공사의 시공과정 안전사항에 발주자의 미참여, 3) 공사비용 절
감을 이유로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요구 안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5 참조).
4)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
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
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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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고 경력이 짧음. 감리자의 질적 수준
의 향상 및 그에 따른 처우 및 권한 확대 필요
② 현장의 공사 감리자는 현재 구조물의 설계, 시공에만 관여하고 안전은 관여
하고 있지 않아 문제임. 감리자에게도 안전의무를 부여해서 감리조직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감리자의 안전관리 지식 극히 저조-전문화 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④ 안전의식 미흡으로 형식적인 안전 서류만 취합.
⑤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
⑥ 안전활동 참여 부진
⑦ 안전전문 감리 부재와 안전관리 책임 부재

2. 경영계

① 현재 감리자들은 공사 품질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안
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함.
② 시공자 이상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나 안전에 대한 역량 부족으로 내
실 있는 감리 역할이 한계적임.

3. 노동계

① 감리 제도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잘 모르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상주 감
리원이 거의 없음. 감리 제도가 면허 대여 형태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감리를 건축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주의 요구에 좌지우
지되기 때문에 실질 권한도 미약함.
② 발주자의 무관심
③ 형식에 그친 감리로 전문성의 부재
④ 감리도 발주자의 영향권 내에 있으므로 이를 독립시켜 독립적인 감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 현장의 공사 감리자
는 현재 구조물의 설계, 시공에만 관여하고 안전은 관여하고 있지 않음,
2) 안전전문 감리자 부재와 감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부재, 3)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감리자가 거의 없으며, 감리자가 면허대여 형태로 서류상으
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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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
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근로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
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
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7>과 같다.
<표 5-17> 근로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사업주가 법적 안전시설 설치 요건을 무시하는데 근로자로서는 위험요소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 근로자 스스로 조심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안전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잘
못된 후진적 접근법임.
② 근로자 스스로도 본인의 보호구는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안전시설이
미흡한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근로자들
이 많아져야 함.
③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
④ 안전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조치 요구를 못하고 작업 진행
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
음.
⑥ 안전의식의 부족, 일용근로자 채용, 고의적 사고 유발
⑦ 안전불감증에 의한 원칙 미준수(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①
②
③
④
⑤

2. 경영계

익숙한 작업환경이다 보니 안전의식이 결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 근로자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함.
기초안전교육을 4시간 이수 후 현장에 투입되면 현장감이 저하됨.
공기 단축을 위해 돌관작업을 시킴.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예방조치를 위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⑥ 근로자 부․과실 주의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이 부족함.

3. 노동계

① 대규모 건설현장 대비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교육, 안전보건 정보 제공,
근로자의 권리가 취약. 안전수칙이 사업장에서 무시되고 불법 천지가 되어
도 근로자의 권리는 미약
② 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과 안전의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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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③ 수차례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삭감되어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방법은 외면되
고 위험해도 빠른 공정수행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④ 별도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저가 공사
를 하다 보니 안전조치가 소홀하고 각종 안전규제 및 점검들이 느슨한 측
면이 강함. 아울러 근로자들도 간섭과 규제만 남발하는 대기업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중소 현장에서 일하기는 더 편하다”는 생각들이
많음.
⑤ 근로자도 기본적인 조심은 하지만 대규모의 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
고, 소규모 현장은 작업의 성격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안전교육
도 형식적이고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을 해야 하지만 안
전교육 대신 사인만 하고 투입되는 경향이 있음.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근로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 안전시설 미설치/부적절
한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후진적 접근법,
2) 안전시설이 미흡한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안전시설 조치를 근로자가
요구하여야 하나 안전시설 조치 요구를 못하고 작업 진행, 3)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음, 4)
소규모 건설현장의 형식적 근로자 안전교육, 5)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
전의식 부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7 참조).
6)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 하는 가장 근본
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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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2. 경영계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근본적으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이 준수되도록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및 단속 처벌이 중요함.
① 중소규모 현장의 재해 다발은 돈과 관련이 있으며, 조직이 없어 발생됨.
① 감독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행정/사법기관의 미미한 처벌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
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 감독기관의 사업장 감독
및 단속 미흡, 2) 행정/사법기관의 미미한 처벌, 3) 투자비용 미흡 및 안
전보건관리조직 부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8 참조).
라. 설문 4 :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4.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2)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3)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4)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5) 근로자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기타 측면

1)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
한 응답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
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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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
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의 준수
②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필요함.
③ 재해예방 기술지도요원들의 충고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 변
경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도 기술지도 의무를 부여하여 월 1회라도 기
술지도를 받도록 제도 개정. 추락, 전도, 낙하, 붕괴 등 빈도․강도가 높은
안전시설 중점으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하여 미비 시 강력한
사법 처리
⑤ 조직 자체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음.
⑥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실질적 활동
⑦ 문서상의 안전조직만 유지하지 말고 실질적인 안전조직,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전문가 배치 및 기본 체계 확보

2. 경영계

① 안전관리자의 스텝화가 문제
② 현장소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마인드
③ 안전보건 담당자의 위치가 공사 책임자 아래에 있으므로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과 권한이 제약됨. 발주자 하부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별도의 안전조직 자체가 없으므로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리감
독을 할 수 없음.
⑤ 비용 및 인력

3. 노동계

①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적용제외 사업장임. 그러나 건설
재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그 외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② 발주자, 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강한 제도적 제재
③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은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 부족
④ 원청사가 중소업체이다 보니 안전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함.
⑤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이 없음.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
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1)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
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안전보
건관리 체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2) 안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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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자체가 없으므로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리․감독할 수 없
음, 3) 안전보건 담당자의 위치가 공사 책임자 하위에 있으므로 안전 확
보를 위한 활동과 권한이 제약됨, 4)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없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9 참조).
2)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
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0>과 같다.
<표 5-20>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
심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법적 요건의 준수가 중요함.
② 시공자 또는 사업주는 제대로 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득이 된다는 생
각을 가져야 함.
③ 저가 계약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안전시설 투자 외면-공사비 절
감을 위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안전사고 유발
④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
⑤ 감독관이 직접 하니까 처벌이 약하고 타인을 통하여 조사를 해야 함.
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엄격한 법집행
⑦ 최소한의 안전전문가 현장배치 및 안전관리체제 확보. 안전에 대한 실질적
인 실행 및 피드백 실시

2. 경영계

① 안전의식 결여
②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③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안전조치가 미비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 현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이로 인해 사
고가 줄지 않음.
④ ‘안전=돈’ 연계, 재해발생 및 위법 시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재해예
방이 곧 비용적 손실을 줄여준다는 인식 부여
⑤ 안전의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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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개별 현장으로는 공사 기간이 짧지만, 건설업자는 단기적인 것이 아님. 그
러나 공사 기간이 짧더라도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본사의 안
전관리 체계를 구축 할 수 있으나, 현행의 산안법은 사업장 단위이므로, 본
사 차원의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나 관리 감독이 없는 상태
임.

3. 노동계

② 발주자, 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강한 제도적 제재
③ 이윤추구가 우선되며, 산업안전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으로 끝남.
④ 시공사의 직원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하다 보니 제대로 되지 않음.
⑤ 발주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의 문제로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음.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1) 저가 계약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미확
보로 안전시설 투자 외면, 무리한 공기 단축, 2) 이윤추구가 우선되며 산
업안전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으로 끝남, 3) 시
공사 또는 사업주는 현장의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가 비용을 줄여 주고
이득이 된다는 생각 미흡, 4) 사고 위험이 예상되거나, 안전조치 미비 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여야 하나 현실상의
어려움으로 공사 강행으로 사고 빈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0 참
조).
3)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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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2. 경영계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발주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중소규모 현장의 발주자는 기술
분야에 문외한일 수 있으므로 감독기관에서 이들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안
내가 필요함.
② 산재사고가 나도 발주자의 책임.
③ 공사금액, 공기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발주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 거의 책임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
④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⑤ 안전활동에 대한 참여
⑥ 현행법으로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 부여. 적정 단가에 의한 시공을 위
하여 최저가 낙찰제도 개정
① 벌금이나, 과태료가 너무 낮고, 법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② 적정 공사비 및 공기 반영 부족
③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해야만 안전 확보를 할
수 있음. 안전보건 담당자는 시공자의 견제 역할이 필요함.
④ 법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전혀 없음.
⑤ 안전의식 부족
① 공사 발주 시 안전 시공을 위해 원하청업체 선정에서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음. 공사 발주 금액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비용 책정이 낙찰률과
별도로 보장되지 못함.
② 발주자, 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강한 제도적 제재
③ 시공사에 대한 감독의 의지와 관심이 없음
④ 설계 변경이 많고, 발주가가 설계 때와 달리 요구 사항이 많고 발주자는 사
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
⑤ 발주자의 인식에 있어서 안전관리 비용도 건축비의 일부로 인식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
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1) 공사금액, 공기 등에 대하여 결정권이 있는 발
주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하여 거의 책임이 없음, 2)
적정 공사비 및 적정 공기 반영 부족, 3) 공사 발주 시 안전시공을 위해
원하청업체 선정에서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음, 4) 발주자가 공
사설계 단계와는 달리 시공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 요구사항이 많고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발주자는 책임이 없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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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2>와 같다.
<표 5-22>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감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강화
② 감리자에게 안전의무 부여가 필요함.
③ 안전활동에 대한 참여(교육, 회의, 협력, 개선 결과)-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집행만 참여하고 있음.
④ 안전전문감리자 배치. 현행법상 감리자의 책임 부여

2. 경영계

① 안전감리자 제도를 통해 발주자를 대신하여 안전감리자가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에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함.
② 안전전문가가 안전을 전담하는 감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3. 노동계

① 공사 발주 시 안전 시공을 위해 원하청업체 선정에서 안전관리 능력에 대
한 고려가 없음. 공사 발주 금액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비용 책정이 낙찰
률과 별도로 보장되지 못함.
② 발주자, 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강한 제도적 제재
③ 형식적인 감리
④ 정확하고 명확한 감리를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감리가 필요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
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1) 감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강화, 2) 안전감리자 제도를 통해 발주자를 대신하여 안전감리자가 공사
현장의 안전확보에 책임, 3) 감리자가 발주자, 시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강한 제도적 제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2 참조).
5) 근로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근로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
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3>과 같다.

148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표 5-23> 근로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왜 자꾸 근로자에 대해 물어보나? 근로자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성폭력 피해여
성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닌가? 안전사고의 가해자는 바로 사업주다.
② 월급, 일당보다는 일한 수량만큼 받아가는 모작 형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에서의 근로자에겐 빨리, 많이 일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므로 안전 등한
시
③ 안전시설이 제대로 된 현장, 보호구를 필히 써야 하는 현장에서 일해 본 적
이 거의 없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중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근로자들
로 형성
④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
우가 거의 없음.
⑤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화
⑥ 법규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실시(벌금, 과태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실시

2. 경영계

① 근로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와 시공자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더 중요
②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
③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④ 담당 분야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능교육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
⑤ 산재발생 시 과실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 스스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
록 유도

3. 노동계

① 일자리 문제로 시공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시공자가 안전문제에 관
심이 없으면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② 작업방법에 적합한 안전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안전시설의 확인이 된 후 작
업을 진행해야 함.
③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어
야 할 것임.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근로자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
전 문제의 핵심은 1) 일자리 문제로 시공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시공자가 안전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2) 작업방법에 적합한 안전시설 확인 후 작업, 3)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조성, 4) 월급, 일당보다는 일한 양만큼 보
수를 받는 모작 형태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는 빨리, 많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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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안전 등한시, 4)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능교육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3 참조).
6)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4>와 같다.
<표 5-24>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됨.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으니까 법을 안 지키게 됨.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음.

2. 경영계

① 발주자/시공자/감리자/근로자 측면에서 각각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
도 마련
② 주요 정책의 변화

3. 노동계

① 시설물 설치 시 규정품을 사용해야 함. 안전시설 설치확인 전 작업금지 이
행

이상을 종합하면, 기타 측면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안전사고가 대부분이므로 강력한 법적 처벌, 2) 발주자, 시공자, 감
리자, 근로자 측면에서 각각의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표 5-24 참조).
마. 설문 5 : 기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의견은?

5. 기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주시고 싶은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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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의견

“기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해주시고 싶은 말
씀은?” 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5>와 같다.
<표 5-25> 기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의견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중소규모 현장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없음. 관련법 준수가 중요함.
②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인허가 문제, 산재보험 문제, 건축사 공사대행 문제 등
③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업무를 거의 지키지 않는 현 시점에서의 중소규모
현장에선 추락, 전도, 낙하, 붕괴 재해예방조치 및 보호구 착용만이라도 토
착화될 때까지 집중관리하여 큰 재해예방조치 필요
④ 발주자, 시공자의 대표이사를 착공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자필 서약서 작성
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현장점검 시 기술지도 계약서 확인하여 미계
약 현장에 대한 과태료 실지 부과, 120억 미만 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
서 작성 대상 현장의 기술지도 실시-현재는 기술지도 제외됨.
⑥ 산업안전보건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⑦ 안전전문가를 배치하고 공사 시공 전 안전계획 수립. 안전계확에 따른 안전
시공 및 관리. 안전관리 실질적인 실행 여부에 대한 체크. 체크리스트 내용
에 대한 피드백 실시

2. 경영계

① 관련 법규 준수-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② 근로자 스스로 조심해야 함.
③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수급, 하수급자,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 중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④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보건 분야에 투입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므로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안
전조치와 교육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⑤ 재해발생 시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고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
련하고 근로자 스스로 무과실주의를 폐지해야 함.

3. 노동계

① 외국인력 투입이 많음. 안전교육 실시의 사각지대. 용역회사를 통한 미숙련
근로자의 투입이 많음. 안전교육 미실시.
② 중소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법 적용대상이 아님.
공사 기간이 짧은 건설현장의 특성은 있으나, 지역별 관리나 건설업 본사
차원의 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대책에 대한 연구나 제도개선 노력이 없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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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③ 중소규모 건설공사는 저가 공사가 많으므로 공기 단축이 횡행하고, 안전가
설재의 불량도 많음. 산업안전관리비의 별도 보전방안 마련이 필요
④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문제를 지역 차원 혹은 산업 차원의 대책으로
안전보건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⑤ 일차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등 근로자 참
여구조의 지역 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함.
⑥ 각종 인허가 기관인 시․지자체 역할 강화토록 조례 제정
⑦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요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 같음. 왜냐하면 중소규모의 공사
현장은 인맥 중심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근로자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의 익명성이 보장돼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없어지면 안전사고
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임.
⑧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그렇다면 산업
재해가 사회적 문제로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더불
어 발주자와 시공자에 있어서 안전관리의 비용은 손해보는 비용이다라는
인식을 바꾸어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기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의견은 1)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산재보험, 건설사 공사대행 등에 대하
여 다양한 접근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노력, 2)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하
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중
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 3)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산재 문제를 지
역 차원 또는 건설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대책으로 수립, 4)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시 지자체 역할 강화토록 법령에 반영, 5) 중소규모 건설현
장 근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근로자 요구 통로 마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5 참조).

3. 설문분석 II :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설문 인터뷰에 앞서 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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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 중 건설업 산업재해예방대책으로서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건설업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및 집중관리 강화
-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설계․감리․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업체 선정
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방안 등 마련
-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
2.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개별사
업장이 아닌 업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
- 건설근로자가 채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결과를 카
드에 기록하여 관리(가칭 ｢그린카드｣ 제도)
- 제도 시행을 위해 대기업 건설현장부터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소규
모 공사까지 확대하고, 법 개정도 추진(표준안전관리비(총 공사금액의
1.24〜2.48%) 중 일부를 기초안전교육이수제에 공동 부담 사용하는 방
안 강구)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3.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 개발․보급 및 안전․보
건교육 지원 확대
- 사업주의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이
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사업주에게 사업장별 산재예방 비용-편익 분석, 안전경영 우수사례 소
개(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4.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내실화 지원
-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지원방안 강구
5.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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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제도
- 상생협력 프로그램
- ‘안전지킴이’ 제도

가. 설문 6 : ‘1. 건설업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및 집중관리 강화’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6.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1. 건설
업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및 집중관리 강화’ 관련하여 세부 내용
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설계․감리․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2)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업체 선정
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 방안 등 마련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사업주(공사현장)의 안전의식 등 내부적 동기부여 부족과 관련하여 미
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설계․감리․시공 단
계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설계․감리․시
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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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설계․감리․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맨날 제도만 만들지 말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함.
② 반드시 감리자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③ 발주, 설계, 감리의 역할 변화 거의 못 느낌.
④ 발주자의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을 언론에 발표 및 경영평가 대상을 확대하
여 발주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 필요
⑤ 설계도면에 비계, 동바리, 타워크레인 설치도 등 가설구조물 삽입
⑥ 안전관리 자격자의 안전감리 제도 시행 및 기존 감리자 안전 전문화 과정
이수토록 요건 강화
⑦ 전 계약과정에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음.
⑧ 발주, 설계, 감리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부재, 설계 단계에서 가시설 설계
⑨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법상 명문화

2. 경영계

① 설계부터 안전관리자가 참여해야 함.
② 발주, 설계,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 감리 단계에서 안전관리
강화
③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발주자를 대신
하는 감리자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특히 가설구조물의 안전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책임으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④ 고용노동부 단독 산재예방계획 및 추진은 한계가 있음. 국토교통부와 재경
부 등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함.
⑤ 공사 계약 후 대부분 시공사가 감리자, 발주자와 각각 안전에 관한 미팅을
하지만, 착공 전 공사에 관계된 모든 일들에 참석하여 전체적인 회의를 하
였으면 함.

3. 노동계

① 건설업은 주문자 생산방식이므로 권한이 있는 발주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
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설
계나 감리 단계에서의 문제는 연속적으로 해결 가능함. 단, 시공 단계의 문
제는 보다 더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함.
② 외부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통한 현장 감시(노동단체 등)
③ 정부, 노동단체, 시공자로 구성된 외부의 안전관리자를 통한 현장 감시
④ 발주처에 시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하고 감리에게는
품질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 필수점검 항목을 지도하도록 해야 함.
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야 함.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해야 함.
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명확한 인식과 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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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발주․설계․감리․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개선점은 1) 발
주자, 설계자, 감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법상 명문화, 2) 건
설업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은 고용노동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
므로 국토교통부와 재경부 등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개선안 마련, 3) 건설
업은 주문자 생산방식이므로 권한이 있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설계 및 감리 단계에서의 문제도 연
속적으로 해결 가능, 4) 가설구조물의 안전이 건설공사 설계 단계에서부
터 확보되도록 발주자 책임 부여, 5) 건설공사 설계도면에 비계, 동바리,
타워크레인 설치도 등 가설구조물 삽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6
참조).
2)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업체 선정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방안 등 마련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업체 선
정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방안 등 마련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
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7>과 같다.
<표 5-27>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업체 선정방
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방안 등 마련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대가 조정 및 권한 강화
②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설재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
다고 생각됨.
③ 기술지도 수수료를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기관을 통하여 기금 또는 안전관
리비에서 받도록 하면 지도기관의 전문요원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공
사에게 안전관리를 지도할 수 있음. 또는 우선 관급공사부터라도 발주자와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함-필요 시 고용노동부 청
별로 민간 재해예방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에서 계약관리
④ 계약 관리가 상기와 같이 진행되면 지도사항의 이행, 재해율, 사망만인율,
지도요원의 수준 향상 교육 실시 상태 등으로 성과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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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⑤ 기술지도기관과 시공사와의 갑․을 관계 변화-계약 전과 계약 후

1. 전문가

⑥ 기술지도비의 관리 주체(공기관) 필요-기술지도 수수료의 적정성 확보,
갑․을 관계 변화 조절, 공정한 기술지도

2. 경영계

① 재해예방기관의 엄격한 관리 및 지도, 감독 필요
①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는 사실상 형식적 지도이고, 서류 작성 지원
에 그치고 있음.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통한 현장 개선이 아님. 산업안전보
건법을 비롯한 각종 안전관리의 서류 작성 대행에 그치고 있음. 컨설팅 방
식의 기술지도는 사실상 안전을 빌미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임.

3. 노동계

②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방안 미흡. 저가 수주업체에 대한 관리 미흡
③ 의미 없음.
④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련 기술지
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도 내용에 대한 증명사진들을 확보하고, 이를 해
당 관청에 제출토록 법제화
⑤ 정부(고용노동부)에서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로 등급별로 세
분화하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함.
⑥ 건설회사들이 실적에 따라 입찰참여 규모가 정해지는 것처럼 기술지도업체
도 실적에 따라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없음을 구분하였으면 함.

이상을 종합하면,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업체 선정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 방안 등 마련 관련
미비점 및 개선점은 1) 기술지도기관과 시공사와의 갑․을 관계가 계약
전과 계약 후에는 바뀌게 되어 공정한 기술지도에 한계, 2) 기술지도 수
수료를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기관을 통하여 기금 또는 안전관리비에서
받도록 하면 지도기관의 전문요원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공사에게
안전관리를 지도할 수 있음, 3) 대부분 기술지도기관의 저가 수주로 기술
지도는 형식적, 4) 실질적 건설현장 기술지도가 되기 위한 기술지도기관
들의 정기적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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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와 관련하
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
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8>과
같다.
<표 5-28>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 관련 개선
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맨날 제도만 만들지 말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함.
② 현행 제도에선 재해발생 시 현장소장에게만 책임이 주어지므로 발주자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 문제를 일부라도 거론되어야 자기 역할 분담 가능
③ 위험을 만드는 사람과 위험을 관리 책임하는 사람과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
자 간을 관리할 총체적 관리 시스템이 없음(가이드라인이 필요함).
④ 발주자는 참여 및 책임이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관리 주체 기관을 설
립, 안전관리자의 독립성/주체성 확립
⑤ 발주자 감리 설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명문화 필요

2. 경영계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처벌을 현실화해야 함.
② 하도급자도 재해율을 산정, 발표하여 원수급자가 하수급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③ 발주자의 의지와 감리자의 기술력으로 공사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자의 부
주의, 방임 등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비를 관리감독하여 안전 확보해야 함.
④ 현 시공회사 중심의 재해예방 제도로는 재해 저감을 기대하기 어려움. 각각
의 주체별로 책무를 부여하여야 함.

3. 노동계

① 건설업의 경우처럼 하도급 공정이 다양하고, 재하도급이 횡행하는 현장의
특성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전면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함. 현행의 산안법처럼 원청과 하청이 책임과 의무가 불분명하고,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태임.
② 발주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③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발주자는 상시
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계획서대로 공사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시적인
점검활동을 해야 함.
④ 발주자도 책임을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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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와 관련한 미비점 및 개선점은 1) 현재의 시공사 중심의 산재예방
으로는 산재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발주자, 시공회사, 기타 공사 참
여자의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책무 부여, 2) 산재예방을 위해 발주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8 참조).
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29>와 같다.
<표 5-29>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맨날 제도만 만들지 말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함.
②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감독이 거의 없으므로 적절한 사
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 전문가

③ 발주처의 실무자 교육 강화와 기성고 점검,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감독 필
요
④ 최저입찰제
⑤ 안전관리비 관리 주체기관 설립, 안전관리자의 독립성, 주체성
⑥ 투명화를 위해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징수, 지출토록 함.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처벌을 현실화
② 원청자의 성향에 따라 다름. 현재 하도급은 법적인 요인이 없고, 실비 정산
시 원청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임.

2. 경영계

③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상 공사의 종류, 변경이 필요
④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등록을 위한 통합관리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용
실적이 실시간으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청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을 추천
함.
⑤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폐지-설계에 반영하여 현 제도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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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과 관련한 비리와 부실 집행에 대해서는 현장의
불신이 여전히 높음. 이는 PQ 제도까지 반영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없으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과 별도로
보전되고, 이의 적정 집행과 관련한 관리 감독 체계만 갖추어져도 실질 산

3. 노동계

재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②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120억 원 공사 미만까지 대폭 확대해야 함.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안전관리비’로 편법 운용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이
필요함.
③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근로자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알
수 있게 하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
리화 관련 미비점 및 개선점은 1)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과 별도로 보전
되고 이의 적정 집행과 관리감독 체계만 갖추어져도 산재는 많이 감소할
것임,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감독이 거의 없으므로
적정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록
을 위한 통합관리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용실적이 실시간으로 안전보건공
단이나 감독관청에 등록되도록 함, 4) 안전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제3의
기관 징수 및 지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29 참조).
5) 사업주(공사현장)의 안전의식 등 내부적 동기부여 부족 관련 개선점에 대
한 응답

“사업주(공사현장)의 안전의식 등 내부적 동기부여 부족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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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사업주(공사현장)의 안전의식 등 내부적 동기부여 부족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안전의식은 원래 낮을 수밖에 없음. 동기부여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임. 안전이란 강제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 음주 운전자에게
동기부여라는 말을 쓰는가? 성범죄자에게 동기부여라는 말을 쓰는가? 음주
운전자에게 술 안 마시고 싶게 만드는 동기부여? 성범죄자에게 성욕감퇴
동기부여? 이런 말 들어봤는가?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은 곧 범죄인데 왜 단속을 안 하나? 동기부여라는 어처구니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안전을 한다고 설쳐대니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수
없음.
②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관련 행
사에 참여하고 각종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③ 중소규모 건설회사는 현장소장보다는 대표이사 및 본사 임원 등의 교육 및
처벌 필요
④ 현장 처벌 중 공사 중지 강화
⑤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감시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 국민의 안전 분위
기를 만들어주어야 함.
⑥ 산재보험료율의 절감
⑦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벌점 부과처럼 안전에 대한 미준수 시 보다 강력
한 법집행 필요

2. 경영계

① 매달 현장소장이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지킴이를 선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② 사업주는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공
관련 안전성 확보를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③ 저가입찰제도 개선-시공자의 적정이윤 보장, 재해발생 시 천문학적인 과태
료 부과로 시공 과정 중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유도
④ 공사 시작 및 진행 시 공사의 모든 관계자(감리, 발주, 시공사)들이 정기적
인 모임.

3. 노동계

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그에 대한 점검도 부실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할 동기 마련이
되지 않음. 산재예방의 편익이 법위반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게 될 때 내
부 동기가 발생할 것임. 이를 단순한 의식 개선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건설
업의 제살깎기 무한경쟁 구조에 비해 안이한 대책임.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
③ 발주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의미 부과. 제3의 외부 안전관리 시스템 도
입, 안전관리 제도 시험이 원활한 시공사에 대해 실질적 이득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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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④ 노사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마음 자세와 안전보건체제에 적극적
으로 참여토록 해야 함. 아울러 기업에 안전보건 문화가 효율적으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제도처럼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
는 사업장 내 체계와 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야 함.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계획에 제시된 안전보건 문화
운동과 인증제가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법률적․행정적 구
속력을 갖출지는 미지수임. 노가다, 자부가 아닌 당당한 ‘건설기능인’으로
대우해 주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함.
⑤ 단기간 공사 기간으로 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내부적인 동기부여를
하기가 어려움.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사업주(공사현장)의 안전의식 등 내부적 동
기부여 부족 관련 미비점 및 개선점은 1)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
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안
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2) 중소규모 건설회사는 현장
소장보다는 대표이사 및 본사 임원 등의 교육 및 처벌 필요, 3)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법규정 미준수 시 보다 강력한 법집행 필요, 4) 시공관련
안전성 확보를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0
참조).
나. 설문 7 : ｢2.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맞는 안전보
건교육을 개별 사업장이 아닌 업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7.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2. 비정
규직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개별 사업장
이 아닌 업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
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건설근로자가 채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결과를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가칭 ｢그린카드｣ 제도)하는 것에 대해 미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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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제도 시행을 위해 대기업 건설현장부터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소규
모 공사까지 확대하고, 법개정도 추진(표준안전관리비(총 공사금액의
1.24〜2.48%) 중 일부를 기초안전교육 이수제에 공동 부담 사용하는
방안 강구)하는 것에 대해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3)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대상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린카드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건설근로자가 채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결과를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가칭 ｢그린카드｣ 제도)하는 것에 대해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
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1>과 같다.
<표 5-31> 그린카드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한 마디로 이런 정책을 한 사람에게 안전의식이 없음. 자꾸 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가? 근로자 안전교육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으며 사업
주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② 산재 이력 등 추가적인 요소 공동관리
③ 교육기관의 지역별 편중 심화
④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업종이 달라질 때마다 교육이 필요, 일정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직업훈련 개념)
⑤ 보수교육이 없고, 개인이 교육비 부담
⑥ 업종 차원 교육비 부담, 보수교육 기간을 제정
⑦ 소속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교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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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2. 경영계

① 사후관리가 미비함.
② 현장 특성별로 구분되지 않는 교육이라서 현장에 대한 특성 파악이 안됨.
공사현장마다 파견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음-기초안전교육비를 정부에
서 부담하면 좋을 것 같음.
③ 교육 내용 내실화 필요
④ 기초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산안법에 규정된 법정 교육인 기능습득교육과 관
리감독자교육의 이수 여부도 그린카드에 수록되게 함이 바람직함.
⑤ 현장 내에서의 기초교육을 불허함-여기서 본 제도의 취지가 어긋나기 시작
함.
⑥ 제도 취지는 좋으나 근로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음. 예를 들면 아직
도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공제에 불만이 많음.

3. 노동계

① 교육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 교육시간에 대한 근로자 임금보전이 안 되고
있음. 이에 취업을 위하여 교육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태가 횡행하고
있음. 아울러 교육 내용도 공정별․직종별 맞춤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제도 설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고 정착화될 것임.
② 형식에 그칠 것-비관적
③ 제대로 시행된다면 좋지만 형식에 그칠 것 같음.
④ 교육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경력에 맞
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⑤ 그린카드도 기초안전교육처럼 강하게 실행해야 함. 현재 기초안전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의무적 사안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된 면도 있고, 교육비 3만 원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
우도 많기 때문에 전액 회사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
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용지원센터로 입력되
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음. 그린카드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
까 걱정임.
⑥ 건설근로자의 채용에 대한 안전교육은 점직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며, 채용 전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그린카드 제도의 개선점은 1) 교육비를 근로
자 개인이 부담하는 실태 개선, 2) 교육 내용의 현장 특성에 부합되는 공
종별․직종별 맞춤형 교육 필요, 3) 일회성 교육이 아닌 정기적 보수교육
필요, 4) 교육기관의 지역적 편중 심화, 5)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비 부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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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근로자 고용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의 공사 규모
별 단계적 이행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제도 시행을 위해 대기업 건설현장부터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소
규모 공사까지 확대하고, 법개정도 추진(표준안전관리비(총 공사금액의
1.24〜2.48%) 중 일부를 기초안전교육 이수제에 공동 부담 사용하는 방
안 강구)하는 것에 대해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
리하면 <표 5-32>와 같다.
<표 5-32>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의 공사
규모별 단계적 이행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기초안전교육 이수라는 것도 결국 근로자를 교육시키겠다는 건데, 사업주
와 관리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데 왜 자꾸 근로자 교육만 얘기하나? 이
런 소리 해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함. 성폭력이 증가
한다고 성범죄자를 교육해야지 성폭력 피해여성을 교육하나?

1. 전문가

② 기초교육비, 기술지도비용은 기금화하여 공동 부담
③ 반대함.
④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육비
용 부담
⑤ 업종 차원에서 비용 부담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함.
⑥ 교육 재원 관리와 징수 문제
⑦ 교육 대상 선정
① 취업을 하려면 먼저 안전교육부터 받아야 함.
② 입찰은 다단계 최저가로 이루어짐. 결국 이것을 부담하는 쪽은 마지막 업자
가 될 수도 있음. 그렇다면 안전관리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경영계

③ 안전보건관리비용 상향 필요
④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안전교육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
칙임.
⑤ 안전관리비를 안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집행토록 함.
⑥ 공사 내역에 대한 명확한 예산 필요

제5장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정리: 심층면접 165

<표 5-32>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안전관리비 중에서 교육비 부담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급
선무 과제임.
② 형식에 그칠 것-비관적
③ 교육비 건설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토록 해야 하며, 부족분은 미취업자
교육 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이 되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3. 노동계

교육비 전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④ 제대로 시행된다면 좋지만 형식에 그칠 것 같음.
⑤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이 너무 방대하므로 최저가 입찰 때문에 안전관리비
가 다른 데 유용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안전관리비 세부항목이 늘어
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음.
⑥ 공동 부담을 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의 공사 규모별 단계적 이행관련 미비점 및 개선점은
1) 공사입찰은 다단계 최저가로 이루어짐으로 결국 안전관리비는 마지막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어 안전관리비 삭감 가능, 2) 업종 차원에서 비용
부담하는 교육으로 전환 필요, 3) 안전관리비를 안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비용 지급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2 참조).
3)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 및 업종에 따른 단계적 실시 관
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 미진한 점 또는 개
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
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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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 및 업종에 따른 단계적 실
시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3년 주기 정도의 보수교육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교육관리 필요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며, 일괄 시행이 필요
공통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직종별 교육으로 전환
120억 원 미만 현장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지원 필요

2. 경영계

① 사후관리가 안됨.
② 현장 내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임.
③ 동의함.
④ 교육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의 질과 효과가 없음-전문가, 전문
기관을 양성
⑤ 업체에 홍보 강화

3. 노동계

① 형식에 그칠 것-비관적
② 제대로 시행된다면 좋지만 형식에 그칠 것 같음.
③ 중소업체로 갈수록 개인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
어 개선이 필요함.
④ 단계적인 확대보다는 전면 실시가 더 나음.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
및 업종에 따른 단계적 실시 관련 미비점 및 개선점은 1) 교육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 2) 12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지원, 교육
의 단계적 확대보다는 전면 실시, 일괄 시행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표
5-33 참조).
다. 설문 8 : ｢3.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 개발․
보급 및 안전․보건교육지원 확대｣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8.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3. 대상
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 개발․보급 및 안전․보건교
육지원 확대｣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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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십니까?
(1) 사업주의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이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업주에게 사업장별 산재예방 비용-편익 분석, 안전경영 우수사례 소
개(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발주자(건축주)에 대한 책임 부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비전임) 안전관리자의 확대 배치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업주의 특별교육과정 인센티브 부여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사업주의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이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4>와 같다.
<표 5-34> 사업주의 특별교육과정 인센티브 부여 관련 미진점/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의 교육이 필요하며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아니므로 인센티브는 해당되지 않음.
② 교육과정이 특별 업무과정이라 해도 일반교육에 준할 수밖에 없음. 건설현
장은 공정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③ 건설사업주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한 교육 필요
④ 현장소장 교육은 책임자 교육, 사업자 교육은 별도 과정 필요

2. 경영계

① 하도급업체는 해당이 안 됨. 원도급업체만 해당됨.
② 사업주의 교육 이수는 사실상 어려움. 안전관리부서 직속 임원의 교육이수
및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효율적임.
③ 전문기관이 아닌 사업주의 자율교육은 교육효과가 저하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④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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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사업주의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는 필요하다고 보여짐. 다만, 이것이 다른
제도 시행 면제의 인센티브와 연계되는 방안은 문제 있음.
② 처벌규정 삽입
③ 사업주 교육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위험성평가 제
도’의 경우, 노사의 ‘자율’에 강조점이 찍혀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위
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자
율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단지 위험성을 ‘평가’만 하고, 그
에 대한 대책과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행정지도가 필수적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위
험성평가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임은 자명함. 물론, 고용노동부는 사업
주에게 안전보건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와 ‘반복
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즉시 행정․사법처리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행정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조항 일부
개정 등의 대책이 뒤따랐음. 하지만 실제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문제 제
기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만일 위험성평가 제도가 사업주의 ‘자율’에만
집중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④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대리참석 불가) 추진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사업주의 특별교육과정 인센티브 부여 관련
미진점/개선점은 1)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의 교육이 필요하며 대
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기 아니므로 인센티브는 해당되지 않음,
2)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대리참석 불가) 추진, 3)
다른 제도 시행의 면제 인센티브와 연계되는 방안은 문제 있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4 참조).
2)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비용-편익 분석 등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사업주에게 사업장별 산재예방 비용-편익 분석, 안전경영 우수사례
소개(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
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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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비용-편익 분석 등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법규정 준수 풍토부터 조성해야 함. 법도 안 지
키는 사업주 데려다 놓고 무슨 대회나 열고 상이나 주고 그런 거는 일단
법이 지켜진 다음에 하는 게 좋음.

1. 전문가

②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현장소장보다 대표이사의 교육 필요
③ 현장소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재해사
례 등의 교육 필요
④ 전 계약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시화․명확화되어야 함-모
니터링 시스템-처벌을 강화
⑤ 우수사례가 회사별 홍보 자료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⑥ 많은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가 부족
① 사업주의 관심이 없음.
② 코사(KOSHA)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없음. 그러므로 인증을 받으면 인센
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함.

2. 경영계

③ 고용부, 국토부, 안전공단, 건설협회 등 관련 주체자 공동으로 실시함이 바
람직
④ 다양한 공종별 콘텐츠를 개발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체크리
스트를 개발

3. 노동계

① 효과 없을 것이 확실함.
② 우수사례를 수첩식으로 소책자로 발행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수 업체 포상 필요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비용-편익 분석 등 교
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관련 미비점/개선점은 1)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현장소장보다 대표이사의 교육 필요, 2) 현장소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위험성평가, 재해 사례 등의 교육 필요, 3) 고용노
동부, 국토부, 안전보건공단, 건설협회 등 관련 주체자 공동으로 실시함
이 바람직, 4) 다양한 공종별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재와 체크리스트 개
발, 5) 우수사례집 소책자 형식으로 발행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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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 지원확대 관련 발주자(건축주)에 대한 책임 부여 관련 개선
점에 대한 응답

안전보건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발주자(건축주)에 대한 책임 부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6>과 같다.
<표 5-36> 안전보건교육 지원확대 관련 발주자(건축주)에 대한 책임 부여 관련
미비점/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제도 자체가 미진하다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안 지키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
걸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문제임.
② 산재발생 시 불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안전관리 책임감 결여
③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확대로 자율안전 정착 노력 필요

1. 전문가

④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 비용을 부담하나, 안전활동에 참여는 없음. 안전
관리자 고용은 발주자가 해야 함.
⑤ 건설공사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발주자에게 안전교육의 책임 부여가 부
재
⑥ 발주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하여 도급업체, 안전관리를 유도
① 발주자가 대부분의 안전사고에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공기가 급박하다 보
니 사고위험이 높음. 왜냐하면 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최소한의 설계 변경을 제도화시킴.

2. 경영계

② 건축주에게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부담이 되는 부
분도 우려됨.
③ 건설현장의 안전은 발주자 책임하에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임.
④ 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법적․제도적으로 부여해야 함-일정 규모 이
상 발주 시 지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⑤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
① 산재에 대한 연대책임 부여, 임금체불, 기타 계약불이행에 있어 책임 부여

3. 노동계

② 산재,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등에 대해 시공사와 함께 연대책임 부여
③ 무조건적으로 저가공사 업체에 공사 낙찰을 주는 행태를 지양토록 해야 함.
④ 조속히 입법화하여 발주자에 대한 책임 부여를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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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안전보건교육 지원확대 관련 발주자(건축주)
에 대한 책임 부여 관련 미비점 및 개선점은 1) 산재발생 시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안전관리 책임감 결여, 2) 발주자가 대부분의 안
전사고에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3) 건설현장의 안전은 발주자 책임하에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임, 4) 발주자에 대한 책임 부여를 조속히 입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5 참조).
4) 안전보건교육 지원확대와 관련하여(비전임) 안전관리자의 확대 배치와 관
련한 미진점/개선점에 대한 응답

안전보건교육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비전임) 안전관리자의 확대 배치
와 관련한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
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7>과 같다.
<표 5-37> 안전보건교육 지원확대와 관련하여(비전임) 안전관리자의 확대 배치와
관련한 미비점/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비전임이건 전임이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규정을 안 지키는 업체가 있을 뿐 아
니라 그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 500만 원으로 턱없이 낮은 게 문제임.
② 안전관리의 정규직 비율이 낮아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미흡-정규직 보장으로 책
임 있는 안전관리 풍토 조성 필요
① 꼭 필요함.
② 이 제도는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애로사항, 원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왜
냐하면 안전관리자의 평균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이지만 부대비용도 발생하고

2. 경영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움.
③ 현재와 같이 발주자와 사업주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④ 비전임자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
⑤ 모든 안전 제도와 실행이 안전관리자부터 시작되므로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 없
이 수준 높은 안전관리는 어려움-정규직 의무화 또는 정규직 비율을 평가에 반
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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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7>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가 되어야 함. 특히 보건관리자의 경우 800
억 원 이상 공사로 도입되는데, 이는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확대되어야 함.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증대, 노동단체의 참여
③ 비전임 안전관리자에 노동단체 참여
④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을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필요
⑤ 안전관리자 확대 배치는 좋은 것 같음.
⑥ 시행 초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제조업의 지원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음.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안전보건교육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비전임)
안전관리자의 확대 배치와 관련한 미비점/개선점은 1) 비전임이건 전임
이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
라 과태료도 턱없이 낮음, 2) 비전임 안전관리자의 신분보장이 안 되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는 어려움, 3) 노동단체의 참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7 참조).
라. 설문 9 : ｢4.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9.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4.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내실화 지원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
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지원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사업주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및 교육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
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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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명예산업안전감
독관 제도 운영 내실화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명예산업안
전감독관 제도 운영 내실화 지원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
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8>과 같다.
<표 5-3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내실화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이런 제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②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소장이 지명하다시피한 형식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제
도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임.
③ 근로자의 직접 참여가 필요-근로자를 교육시켜서 참여시킴.
④ 유명무실함. 책임과 권한의 이행
⑤ 위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독립성 확보가 부족하여 권한 사용 시 고용
된 사업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경영계

① 필요 없는 제도. 외부기관 사람이 필요함. 내부 사람의 효율성은 떨어짐.
②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음.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③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의 이동이 잦고 신분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수행
이 어려움.

3. 노동계

① 중소 건설현장의 경우 지역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이에 노동계에서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중소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이 있으므
로 보다 효과적인 것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역 차원에서 위촉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는 것임.
② 현장출입권 및 조사권 부여, 위촉자격 완화, 인원 증대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인원의 증대
④ 사외 명감을 많이 육성에 발급을 대폭 간소화하며 ‘현장출입권 보장’ 필요
(현재의 명감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임).
⑤ 민간 차원으로 하다 보니 감독관이 현장 출입도 어렵고 권한도 없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짐. 예를 들어, 안전시설 사고위험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시
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높음.
⑥ 명예감독관의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하므로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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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
과 관련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내실화 관련한 미비점/개선
점은 1)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소장이 지명하다시피한 형식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독립성 확보가 부족하며, 권한 사
용 시 고용된 사업장의 눈치를 보게 됨, 3) 이동이 잦은 건설현장에서 명
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수행이 어려움, 4) 중소 건설현장의 경우 지역 차
원의 접근이 필요함, 5)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많이 임명하여 현장
츨입권 보장, 6) 권한과 활동보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38 참조)
2)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확대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참여 확대 및 지원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39>와 같다.
<표 5-39>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확대
관련한 미비점/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이런 제도 무의미함.
② 1년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위험성평가 습득 기간 부족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임.
③ KOSHA 18001심사원을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 가능
④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입지 부족으로 참여 확대는 불필요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적 구성과 운영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 위험성평가에서 돌출된 중대 위
험요인에 대한 대책사항의 심의 의결토록 반영

2. 경영계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② 사업장에서 위험요소를 찾아서 평가하는 사람은 근로자여야 하는데 근로자
들의 속성상 회의석상에서는 수평 관계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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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9>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2. 경영계

③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기회를 보다 확대 요망, 우수사례
전파 필요
④ 적극적 홍보 미진

3. 노동계

①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나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함. 위험성평가 제도를 빌미
로 컨설팅 회사의 영업만 확대되고, 현장의 변화는 없을 것임. 중소 건설현
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건설업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을 적극 활용하되, 이를 사업장 단위가 어려우면 지역 차원의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대구지역 건설노조의 산보위 건설과 운영을 단
체협약으로 체결함. 이를 적극 지원하여 건설현장의 우수사례로 정착화할
필요가 있음.
② 노동단체 참여 확대
③ 진정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빠져 있어 근로자의 안전에 실질
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노동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산보위가 근로자대표 참여 없이 사업주의 공
기 단축을 위한 ‘공정회’로 대체되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임. 대안으로 ‘위험
성평가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을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⑤ 취지는 좋으나 근로자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 많은 사업장은 노조가 없고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참여하다 보니 형식적임(공정회를 하고 나서 위험성
평가를 대충 작성하여 공정회의 참석자들이 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이 많음).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요구해야 하나 근로자들의
대표성이 없는 현장소장, 시공사, 안전반장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음.
⑥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책 강구

이상을 종합하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의 참여확대와 관련한 미비점/개선점은 1) 중소 건설현장에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협
의체 구성 활용 필요, 경우에 따라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필요, 3) 산업
안전보건위원회가 근로자대표 참여 없이 사업주의 공기 단축을 위한 공
정회로 대체되는 경우 있음, 4) 중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성평가 제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5-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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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경
영기술 지원 및 교육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응답

“사업주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및 교육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
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
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40>과 같다.
<표 5-40>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및 교육 관련 미진점/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법규에 대해 교육시킴과 동시에 법규를 안 지키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1. 전문가

② 건설업에서의 경영기술 지원 및 교육이 극히 저조하므로 확대 필요
③ 감독관은 사고현장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을 조사함
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함.
④ 사업주가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강화

2. 경영계

① 사업주 교육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산 지원이 필요
② 건설사 CEO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신설-최고경영자 관심과 참여 유도
① 의미 없음.
② 기존에 시행되는 각종 지원 및 교육 제도의 취지 등은 훌륭하나 실상 제대

3. 노동계

로 시행되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 있어 크게 기대되지 않음.
③ 기술지원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임.
④ 대리참석이 가장 큰 문제. 경영기업(대학원이나 최고경영자과정)에 안전보
건 경영을 반영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
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및 교육 관련한 미진점/개선
점은 1) 대리참석이 가장 큰 문제, 2) 건설사 CEO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신설 필요, 3) 확대 필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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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문 10 : ｢5.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10.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5. 중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
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2) 위험성평가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3) 상생협력프로그램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4) ‘안전지킴이’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5) 발주자(건축주) 중심으로 책임체제 개선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제도의 실효성 개선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
서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유해위험방
지계획서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
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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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현장에서 작성 안 하고 대행을 시키는 게 무슨 의미
가 있을까?
② 대규모 현장과 중소규모 현장의 차별화 필요(예 : 대규모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붕괴, 전도 등 작성. 중소규모 현장은 안전
난간, 안전망 시설 등 기본적인 내용 포함 작성
③ 제출 대상 외 현장은 작성을 하지 않고 있음. 안전관리자가 2, 3개 건설현
장에 대해 겸임을 하고 있음.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대상 공사에 제출토록 규정되
어 있으므로 중소 건설사업장에도 대상 공사에 해당되면 제출토록 현행 유지

2. 경영계

① 계획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계획서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강화되어야 함.
② 시공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함-현재 대행금지, 안전실무 중심으로 내
용을 보다 단순화․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3. 노동계

① 적용대상 예외가 많음.
② 의미 없음.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서류상이 아닌 현실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상시
점검체계가 필요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와 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1) 적용대
상 예외가 많음,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행을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3) 시공사가 직접 작성할 수 있
도록 안전실무 중심으로 간소화할 필요,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형식
적으로 작성되고 계획서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2 참조).
2)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한 위험성평가 제도
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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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2> 위험성평가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위험성평가라는 것도 다 공허한 얘기임. 위험성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현장소장은 현장을 관리할 자격이 없음. 중소규모 현장은 규모도 작은데
꼭 무슨 평가를 해야만 위험성이 보이나?
② 2박3일의 교육 및 시험 통과한 요원에 의한 컨설팅은 미흡-반대로 4박5일
의 교육 및 어려운 시험 통과 후 6일간의 심사과정 등을 통과한 KOSHA
18001심사원은 컨설턴트 자격 없음.
③ 위험성평가 컨설턴트 교육과정 확대 필요
④ 위험성평가가 운영되지 않음.
⑤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운영할 체제 구축이 미흡함.

2. 경영계

① 건설업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롤모델 개발-건설산업에 부합되도록 개선 요
망

3. 노동계

① 의미 없음.
② ‘위험성평가 제도’의 경우, 노사의 ‘자율’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이는 문제라 할 수 있음.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지
만, 단지 위험성을 ‘평가’만 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행정지도가
필수적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임
은 자명함.
③ 위험성평가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이어갈 수 있는 지원책이 미
흡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1)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운영할 체제 구축 미흡, 2) 건설업에 부합되
도록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 3) 위험성평가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3 참조).
3)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한 상생협력프로그램
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상생협력프
로그램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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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과 같다.
<표 5-43> 상생협력프로그램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협력업체에 실질적 안전관리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2. 경영계

① 상생협력인센티브 강화
② 정부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그램 도입 시 인센티브 부여를 지
속 유지해야 함.
③ 인식의 부족

3. 노동계

① 상생협력프로그램이 원․하청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함.
상생협력프로그램의 실질 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점검 체계나 관리 감독
능력이 없음.
② 의미 없음.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절차 간소화 및 건설업 특성에 맞도록 사외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육성이 필요함. 아울러 명감 선임 신청서가 사내 명감 위
주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지원 필요
④ 상생은 원청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원청의 태도는 크게 변화가
없음.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와 관련하여 상생협력프로그램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1)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원․하청 간에 서류상으로만 존재, 2) 실질적인 안전관리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3) 상생협력 인센티브 강화 등
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3 참조).
4)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한 안전지킴이 제도
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안전지킴이’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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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4> 안전지킴이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안전은 사업주가 지키는 건데 왜 그걸 지키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하나?
② 안전관리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패트롤을 실시하므로 전문성 결여
③ 단기계약직으로 신분 불안정
④ 개선 결과를 받지 않고 있음-개선 결과 제출(사후관리가 필요)
⑤ 민간 주도의 안전관리에서 관 주도로 역행

2. 경영계

① 급여의 현실화
② 좋은 제도이나 보다 기술적․관리적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보수도 상
향조정해야 함.
③ 정확한 제도의 이해

3. 노동계

① 안전지킴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점검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원 방식이므로 현장 개선에는 직결되지 않음. 이 사
업에 대한 현장 근로자의 평가와 현장의 실질 개선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필
요함.
② 의미 없음.
③ 활동이 미진함.
④ 소규모 건설현장은 자체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실
질적인 지원이 필요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와 관련하여 ‘안전지킴이’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1) 안전관리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패트롤을 실시하므로 전문성 결여, 2) 패트
롤 점검과 기술지원 방식이므로 현장 개선에는 직결되지 않음, 3) 단기
계약직으로 신분 불안정, 4) 소규모 건설현장은 자체적인 관리가 미흡하
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필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5-44 참조).
5)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한 발주자(건축주)를
중심으로 책임체제 개선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응답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발주자(건축
주) 중심으로 책임체제 개선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
을 정리하면 <표 5-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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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5> 발주자(건축주)를 중심으로 책임체제 개선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제도 개선보다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중요
함.

1. 전문가

② 발주자가 직접 전문화된 안전관리를 하기 어려우므로 공기업 우선으로
KOSHA 18001 도입 시 가점 부여로 시스템 도입 유도
③ 무재해 준공 시 산재보험금 일부 환급
④ 발주자의 안전활동, 참여 기회와 책임 부여
⑤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근거가 없음.

2. 경영계

① 법을 강화하면 할수록 사고를 은폐할 확률이 높아짐.
② 적정 공사비 공기 산정 부족
③ 고용노동부로는 역부족임. 즉 국토교통부, 재경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 협업
이 필요함-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해야 함.
① 의미 없음.
② 소규모 개인 건축공사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시공회
사에서 공사 시작 계약 단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면

3. 노동계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발주자가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강행규정을 만들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안전관
리 부분의 분리 발주가 필요함.
③ 현재 발주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주어야 함.
④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입법화, 건축허가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
기하고 책임서약을 받아야 함.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와 관련하여 발주자(건축주) 중심으로 책임체제 개선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1)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 없음, 2) 발주자
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입법화, 3) 건축허가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고 책임서약을 받음, 4) 고용노동부로는 역부족임. 즉 국토
교통부, 재경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함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해야 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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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한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체제의 실효성 개선에 대한 미비점의 응답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체제의 실효성 개선에 대한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46>과 같다.
<표 5-46>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체제의 실효성 개선에 대한 미비점의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제도 개선보다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중요
함.
② 계약 전 갑은 시공사, 을은 지도기관, 계약 후 갑은 지도기관, 을은 시공사
(실질적 기술지도에 난맥, 기술지도 후 개선 결과를 받아야 함)
③ 기술지도기관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기술지도의 품질 하락

2. 경영계

① 형식적인 기술지도
② 최저가 기술지도로 전문가 진입 불가-적정 지도비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

3. 노동계

① 건축주 및 건설업체의 입맛에 맞도록 대행기관들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고,
대행기관들의 출혈경쟁이 심해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대행기관들
의 실적 및 능력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필요함.
② 의미 없음.
③ 외부기관의 기술지도의 경우 현장 내의 의지와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가
장 문제임.

이상의 응답을 요약하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체제의 실효성 개선에 대한 미진
한 점 또는 개선점은 1) 기술지도기관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기술지도
의 품질 하락, 2) 계약 전 갑은 시공사, 을은 지도기관, 계약 후 갑은 지
도기관, 을은 시공사가 되어야 하나 건축주 또는 시공사의 입맛에 맞도
록 대행기관들의 병폐가 나타남, 3) 기술지도 후 개선 결과 확인 시스템
필요, 4) 적절 기술지도비 보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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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분석 III :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법

11. 현재 시행 중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대책 중 효과적인 대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효과가 낮은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가장 중요한 요소를 수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건설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 단계 중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중소 건설현장 산재 감소를 위한 관련 당사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부, 공단, 재해예방기관, 발주자(건축주 포함), 사업주, 근로
자등
16.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설문 11 : 현재 시행 중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대책 중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행 중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대책 중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
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47>과 같다.
<표 5-47>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대책 중 효과적인 대책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대부분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
② 시스템 비계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강관 비계
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③ 재해예방 기술지도
④ 고용노동부 감독체제, 안전보건공단 지도
⑤ 처벌 강화와 전 계약 과정에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⑥ 패트롤 점검
⑦ 중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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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7>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2. 경영계

① 사업주가 현행 법규를 제대로 준수
②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야 함.
③ 사업주에 대한 규제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인식에 대한 변화
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인식변
화가 우선되어야 함.
④ 책임주의 원칙에 의한 발주자, 계약자, 감리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건설근
로자의 책임 규명을 하여 이에 대한 통계 발표
⑤ 발주자 책임하에 안전성 검토 및 사고예방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⑥ 발주자, 감리자의 책임 부여와 역할 강화
⑦ 안전관리자의 안전기관 및 단체 등에서 교육과 예산 확보

3. 노동계

① 현재는 효과적인 대책이 없음.
② 사실 지금껏 시행된 수많은 제도와 대책은 이론상 훌륭하나 대부분의 현장
에서는 형식 맞추기에 급급하고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효
과적인 대책은 없다고 봄.
③ 사전심사제(P.A)
④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행정력으로 중소규모 공사현장 재해예방감독을 할 수
없으므로 인허가권이 있는 시․지자체의 역할을 강화(분기별 보고체계 등)
토록 해야 함.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여 중소현장
감시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단계 저가 하도급 물량 공사가 아
닌 적정 공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⑤ 안전사고가 나면 과거는 처벌위주였으나, 현재는 과태료임. 사고 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산재예방감독관이 공사장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함. 그러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생겼는데 권한이 전혀 없음.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주어 활성화가 요구되
고, 벌점제를 부여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음.
⑥ 안전지킴이 제도(특히 실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의 투입)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현재 시행 중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대책 중 효과적인 대책은 1) 시스템 비계 지원사업, 2)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및 감독, 3) 재해예방 기술지도, 4) 사전심사제도(P.A), 5)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6) 안전지킴이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
다(표 5-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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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 11-1 : 또한 효과가 낮은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또한 효과가 낮은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
하면 <표 5-48>과 같다.
<표 5-48> 효과가 낮은 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

1. 전문가

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② 안전지킴이 제도
③ 개선 결과를 받지 않은 사업을 개선하거나 폐지

2. 경영계

① 현 제도는 원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원인 제공 주체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함.
② 사업주의 자체 교육보다는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이 실효성이 있음.
③ 제재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성평가 제도, 상생협력프로그램 등이 서류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개선과 연계되기 위한 방안 마련. 실질 현장 개선
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감독으로는 담보가 불가능하므로, 지역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지역 감시체계를 구
축하여 평가시스템 구축.

3. 노동계

② 처벌 강화
③ 근로자와 시공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일이나 이 모든 것이 단기간
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기준에 나와 있는 제도로 대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④ 예고점검제-현장점검 시 방문 예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은
폐할 시간만 주는 결과이므로 안전시설 설치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감
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방문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⑤ 1년에 한두 번 실사하는 ‘합동점검’ 기간에는 이미 사전조치가 되어 있으므
로 불시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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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효과가 낮은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1) 제
재 강화를 통하여 실행력 제고, 2)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합동점검 기
간에는 사업장에서 이미 사전조치가 되어 있으므로 불시점검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성평가 제도, 상생협력프로
그램 등이 서류상의 작업이 아니라 실질 현장 개선과 연계되도록 방안
마련, 3) 지역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지
역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8 참조).
다. 설문 12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49>와 같다.
<표 5-49>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법적 요건의 준수와 이를 위한 단속 및 처벌
② 철저한 법집행이 우선되어야 함.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관에 의한 안전관리
미흡. 현장에 대한 철저한 과대료 부과 및 안전공단 직원의 기술지도가 필요
③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지도기관의 지원-계약제도 변경, 지도수수료 현실화
등
④ 적정 공기 보장
⑤ 중소규모 시공사 대표의 안전의식
⑥ 민간 재해예방
⑦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에 모든 문제들을 고발, 개선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음.
⑧ 사업주의 안전의식, 근로자의 안전의식, 안전활동에 적극적 참여(안전관리비
집행을 철저히)
⑨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부과
⑩ 건설업체에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법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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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9>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2. 경영계

① 사업주의 의식이 중요함.
②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야 함.
③ 가설구조물의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나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
취를 위한 교육 확대
④ 발주자, 감리자의 역할 증대, 근로감독을 철저히-근로감독관의 증원, 대기
업 → 중소기업(현장)으로 감독 역할
⑤ 근로자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철저

3. 노동계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지역 차원의 감시체계 구축. 공사금액에
서 산업안전관리비 별도 보전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감독과 처벌의 획기적
인 상향 조정을 통하여 산재예방의 편익을 크게 함.
② 기존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함.
③ 처벌 강화
④ 작업방식에 적합한 안전시설의 설치
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공사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업장 점검 시 근로
계약관계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현행 1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폭 확
대토록 개정이 필요함.
⑥ 발주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건설 경기의 활성화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법적 요건 철저 준수와 이를 위한 강력한 단속 및 처
벌, 2) 최저가 낙찰 제도 폐지, 변경, 3) 기술지도기관 수수료 현실화, 4)
적정 공기 보장, 5)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건설근로
자들 스스로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고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지원
시스템 도입, 6) 발주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부과, 7) 사업주의 안전
의식 제고, 8) 가설구조물의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9) 근로
자의 안전교육 확대, 10) 근로감독관 인원 증대 및 철저한 감독, 11) 작업
방식에 적합한 안전시설의 설치, 12)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공사관리,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14) 지역 차원의 건설안전 감시체
계, 15) 공사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보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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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문 13 : 가장 중요한 요소를 수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수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50>과 같다.
<표 5-50> 중요 요소를 수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① 법적 요건의 준수와 이를 위한 단속 및 처벌
② 기술지도기관의 효율적 활용화

1. 전문가

③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교육의 활성화
④ 강력한 법집행
⑤ 안전관리를 하지 않거나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①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함.
② 근로자들의 사고 시 근로자들의 과실 여부도 명확히 따져야 함.
③ 불시 점검 및 지도가 필요함.

2. 경영계

④ 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⑤ 안전전문가 파견, 용역계약을 통해 상주케 하여 기술지원, 재해다발 건설사
본사에 안전전문가 상주, 행정지원
⑥ 안전표지판 등 사업장 안내를 위한 예산 확보
① 보호구 지급은 산재예방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편에 불과함.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야 함.
② 처벌 강화

3. 노동계

③ 강력한 처벌, 제도 이행,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처분요청권 보장
이 필요함.
⑤ 작업환경 개선 모범사업장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건설노동자수첩 발행을
하여 ‘재해예방 길라잡이’ 사례 및 법규 소개 등 소책자 배급
⑥ 발주자에 대한 책임 강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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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수많은 중소규모 건설현
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1)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 2) 기초안
전보건교육제도의 실질적 정착, 3) 강력한 법집행, 4) 기술지도기관의 효
율적 활용,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감독 철저, 6)
불시 점검 및 지도. 7) 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 교육 등으로 요
약될 수 있다(표 5-50 참조).
마. 설문 14 : 건설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 단계 중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건설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 중 설계 단계 또는 인․
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51>과 같다.
<표 5-51>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법적 요건의 준수와 이를 위한 단속 및 처벌
② 설계 단계 :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및 관련 기술자격자의 확인 필요
인허가 시 : 가설구조물 도면 제출 의무화,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
화,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의무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③ 가설구조를 설계에 반영
④ 인허가 과정의 착공계 제출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 준공서류 접수 시 기
술지도 완료증명서 첨부하게 하여 모든 건설현장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함.
⑤ 인허가 설계도대로 반영(비계, 거푸집, 통바리), 기술지도 계약 여부
⑥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에 대하여 본 설계에 반영

2. 경영계

① 가설비의 설계를 의무화함. 건축주에게 안전보건관리비 의무화
② 가설구조물의 설계와 안전성 검토를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함.
③ 설계 단계에서 건설안전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참여 의무화
④ 몇 년 계속된 설계서 또는 도면에 의존한 설계가 아닌 설계업체와 인허가
담당자들이 현장방문 필수 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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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1>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① 건설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현행 산안법 제51조에 영업정지 요청권을 강화
해야 함. 영업정지뿐 아니라 사업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함.
② 조건부 허가제 도입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확인 필요
④ 산재보상보험법의 문제가 심각함.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웬만하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음. 왜냐하면 공사 수주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임. 이를
공사 수주 시 관여시키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벌금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⑤ 건축설계사의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발주자와 시공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 공지 및 서약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건설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
중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는
- 설계 단계에서는 1)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 2) 설
계업체와 인허가 담당자들이 현장방문 후 설계, 3) 건설안전전문가
참여
- 인허가 단계에서는 1) 가설구조물 도면 제출, 2)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 3) 공사 착공계 제출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 4)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5) 가시설물의 설계와 안전성 검토, 6) 설계도대로 반영
(비계, 거푸집, 통바리), 7) 산안법 제51조에 의한 영업정지 요청권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51 참조).
바. 설문 15 : 중소 건설현장 산재 감소를 위한 관련 당사자의 역할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공단, 재해예방기관, 발주자(건축주 포
함), 사업주, 근로자 등

“중소 건설현장 산재 감소를 위한 관련 당사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공단, 재해예방기관, 발주자(건축주 포함), 사업주,
근로자 등”이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룹의 응답
을 정리하면 <표 5-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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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2> 중소 건설현장 산재 감소를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1. 전문가

① 정부 :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 강력하고 일률적인 사법처리 및
공사중지권 활용. 관련법을 유기적으로 통합/법의 집행을 철저히 발주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법적 요건의 준수와 이를 위한 단속
및 처벌
② 공단 : 현장 중심의 기술직 증원 및 사법권 부여 필요. 기술적인 지원, 자료
생산 및 보급, 연구, 교육, 권한 부여
③ 재해예방기관 : 기본적인 안전시설부터 설치하도록 지도. 내실 있는 지도와
사후 개선 결과를 확인. 실효성 있는 기술지도를 위해 평가제도 강화
④ 발주자 :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확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⑤ 감리자 : 안전의무 부여 필요
⑥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자 교육 강화
⑦ 근로자 :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의식 함양, 모든 안전은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 강구

2. 경영계

① 정부 : 사업주가 제대로 법을 지키는지 관리감독, 합리적 정책방향을 설정,
무과실주의 폐지
② 공단 :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③ 재해예방기관 : 철저한 안전점검, 전문성 증대 및 우수업체 양성, 민간인이
다 보니까 한계가 있음. 일정 부분의 권한을 이양해야 함. 정책 및 제도 개
선에 필요한 DB 구축
④ 발주자 : 안전의식을 높여야 함. 시공 상태 및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제
도화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수행하면 사고예방 효과가 큼.
적정 공사비 및 공기 산정 현실화
⑤ 사업주 :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 안전관
리교육 강화 및 현장 내 안전에 관한 표지 안내
⑥ 근로자 : 안전의식을 높여야 함. 무과실주의 폐지,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법
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인식이 문제임. 사업주에게는 현행법상 인
센티브는 없고 패널티만 있는 반면, 근로자는 패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만 있
는 것 같음. 이것을 상호 조화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3. 노동계

① 정부 : 건설현장의 실질 개선과 연계되는 현장 밀착형 제도와 정책 개발. 근
로자 혹은 노동조합 참여 확대 강화 방안 마련.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
각심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이 관할하는 전
체 사업장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건설현장만
관할하는 감독관이 필요할 것 같음. 안전문제에 대한 기존의 안이한 인식
의 개선,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법제도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기준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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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2>의 계속

응답자 그룹

3. 노동계

응답 내용
② 공단 : 건설기계 사고예방 대책 수립. 직종별 맞춤 안전교육 교재 개발 (현
재의 건설업 안전교육 교재는 관리감독자 중심 → 근로자 맞춤용 적정한 직
종 교육교재 개발이 필요함)
공단은 나름대로 일은 하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을 높이는 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요식 행위가 많은 것 같음.
③ 발주자 : 시공 과정에 안전전문가 선임. 책임 부여
④ 사업주 : 안전보건전문가 선임.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건설업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과 운영, 처벌의 강화가 필요
⑤ 근로자 : 건설현장 산재예방의 주요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함. 위험 공정에 대
해 작업중지권 행사, 유해위험 상황신고 등 근로자의 권리 행사.
안전규정에 대한 사업주 지시감독을 잘 준수해야 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조치 후 후속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본인의 산재 발생 시 ‘공상합의’를 하지 말고 원칙대로 산
재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위반한 사
업주에게 처벌이 될 수 있음. 사고 시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
지만 산재처리 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상일 경우는 보상
을 요구하지 않음. 이를 개선할 사안이 필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수칙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중소 건설사업장 산재 감소를 위한 당사자들
의 역할은
- 정 부 : 1)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관 증원, 건설업 근로감독관 특화,
2) 강력하고 일률적인 법집행 및 공사중지권 활용, 3) 관련법을 유기
적으로 통합하여 발주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4) 합리적 산재예방정책 수립, 5)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참여확대 방안 마련 등
- 안전보건공단 : 1) 현장 중심의 기술직 지원 증원, 2) 안전관리를 위
한 교재 개발, 3) 건설기계 사고예방대책 수립, 4) 직종별․공종별 안
전교육 교재 개발
- 재해예방기관 : 1) 기본적인 안전시설부터 설치하도록 지도, 2)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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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도와 사후 결과 확인, 3) 실효성 있는 기술지도를 위해 평가
제도 강화, 4) 전문성 증대 및 우수업체 양성, 정책 및 제도개선에 필
요한 DB 구축
- 발주자 : 1) 시공 상태 및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 2) 시공
과정에 안전전문가 선정 및 책임 부여 등 안전시스템 구축, 3) 적정
공사 및 적정 공기 산정
- 감리자 : 1) 감리자에게 안전의무 부여,
- 사업주 : 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2)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 안전
시설물 설치, 4) 관리자,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 5)
현장 내 안전에 관한 표지 안내, 6) 건설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 근로자 : 1) 건설현장 산재예방의 직접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함, 2) 위
험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 3) 유해위험 상황 신고, 4) 안전규정
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준수, 5) 안전의식 제고, 6) 개인보호구 착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52 참조).
사. 설문 16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
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전문가 그룹, 경영계 그룹, 노동계 그
룹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5-53>과 같다.
<표 5-53>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에 대한 응답

응답자 그룹

1. 전문가

응답 내용
①
②
③
④

영국의 법집행 사례
독일의 BG 소속의 기술감독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함.
스웨덴의 안전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낮다고 함.
영국 “CDM”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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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3>의 계속

응답자 그룹

응답 내용

2. 경영계

① 호주의 그린카드 제도-현장 단위별로 관리는 한계가 있음. 국내 전 근로자
를 등록하며 전산관리하여 교육. 보호구, 검진 등 일괄관리(산업 차원에서
관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제어 가능. 건설사 대상의 제도보다는 협력
사와 팀장(오야지)을 산업안전의 주체로 끌어들여야 함. 예를 들어 오야지
(팀장)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책임있는 공사 및 근로자 관리가 가능. 모
든 근로자는 팀장(오야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
②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가 많음.

3. 노동계

① 고용노동부는 1991년부터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을 도입하여 추진해 왔지만, 산업재해율은 1999년부터 현재(2013)까지
0.7%대에서 정체해 있음. 사고성 재해도 2003년 이후 연간 8만 명 수준에
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제3차 산재예방계획에도 언급되었듯,
국제 산재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0만 명당 21명으로 멕시코(10.0),
태국(10.1), 러시아(12.4)에 비해서도 높음. 현재의 상황은 그동안의 산재예
방계획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심케 만듦. 고용노동부는 노사 당사
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야 함->｢산재사망 기업주처벌강화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② 건설업 산재예방에 앞서가는 영국,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특화된 제도 운영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는 1) 영국의 CDM 제도 및 법집행 엄격한 사례, 2) 독일 산재
보험의 기술감독관 제도(TAB : Tehnische Aufsichtsbeamte), 3) 호주의
그린카드 제도, 4)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 지켜지고 있는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53 참조).

5. 요 약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법과 관
련된 응답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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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적인 산업안전대책

현재 시행 중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대책 중 효과적인
대책은 1) 시스템 비계 지원사업, 2)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및 감독, 3)
재해예방 기술지도, 4) 사전심사 제도(P.A), 5)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6) 안전지킴이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7 참조).
나. 효과가 낮은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효과가 낮은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1) 제재 강화를 통하여 실행력
제고, 2)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합동점검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이미 사
전조치가 되어 있으므로 불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 2) 유해위험방지계획
서, 위험성평가 제도, 상생협력프로그램 등이 서류상의 작업이 아니라 실
질 현장 개선과 연계되도록 방안 마련, 3) 지역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지역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시스템 구
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8 참조).
다.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법적
요건 철저 준수와 이를 위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2) 최저가 낙찰 제도
폐지, 변경, 3) 기술지도기관 수수료 현실화, 4) 적정 공기 보장, 5) 건설
업 종사자들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건설근로자들 스스로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고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지원 시스템 도입, 6) 발주
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부과, 7)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8) 가설구
조물의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9) 근로자의 안전교육 확대,
10) 근로감독관 인원 증대 및 철저한 감독, 11) 작업방식에 적합한 안전
시설의 설치, 12)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공사관리,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14) 지역 차원의 건설안전 감시체계, 15) 공사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보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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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공사 수행 중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과정에 반연시킬 만한 요소

건설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 중 설계 단계 또는 인․
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는
- 설계 단계에서는 1)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 2) 설
계업체와 인허가 담당자들이 현장방문 후 설계, 3) 건설안전전문가
참여
- 인허가 단계에서는 1) 사설구조물 도면 제출, 2)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 3) 공사 착공계 제출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 4)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5) 가시설물의 설계와 안전성 검토, 6) 설계도대로 반영
(비계, 거푸집, 통바리), 7) 산안법 제51조에 의한 영업정지 요청권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51 참조).
마. 중소 건설현장 산재 감소를 위한 당사자들의 역할

중소 건설사업장 산재 감소를 위한 당사자들의 역할은
- 정부 : 1)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관 증원, 건설업 근로감독관 특화, 2)
강력하고 일률적인 법집행 및 공사중지권 활용, 3) 관련법을 유기적
으로 통합하여 발주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근
거 마련, 4) 합리적 산재예방정책 수립, 5)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참
여확대 방안 마련 등
- 안전보건공단 : 1) 현장 중심의 기술직 지원 증원, 2) 안전관리를 위
한 교재개발, 3) 건설기계 사고예방대책 수립, 4) 직종별․공종별 안
전교육 교재 개발
- 재해예방기관 : 1) 기본적인 안전시설부터 설치하도록 지도, 2) 내실
있는 지도와 사후 결과 확인, 3) 실효성 있는 기술지도를 위해 평가
제도 강화, 4) 전문성 증대 및 우수업체 양성,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DB 구축,
- 발주자 : 1) 시공 상태 및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 2)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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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안전전문가 선정 및 책임 부여 등 안전시스템 구축, 3) 적정
공사 및 적정 공기 산정
- 감리자 : 1) 감리자에게 안전의무 부여
- 사업주 : 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2)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 안전
시설물 설치, 4) 관리자,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 5)
현장 내 안전에 관한 표지 안내, 6) 건설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 근로자 : 1) 건설현장 산재예방의 직접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2) 위
험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 3) 유해위험 상황 신고, 4) 안전규정
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준수, 5) 안전의식 제고, 6) 개인보호구 착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52 참조).
바.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는 1) 영
국의 CDM 제도 및 법집행 엄격한 사례, 2) 독일 산재보험의 기술감독관
제도(TAB : Tehnische Aufsichtsbeamte), 3) 호주의 그린카드 제도, 4)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 지켜지고 있는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표 5-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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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중소 건설사업장의 효율적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방안
둘째,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효율적 발굴 및 기술지도 실효성 제고 방
안
셋째,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방안

1.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방안
가. 필요성

중소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의 잦은 개폐, 근로자의 잦은 이동, 사업
주의 산업안전 관리능력 부족과 공사비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산업안전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열악한 산업안전 여건에 대한
초기업 단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초기업 단
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안전요소(3대 보호구, 기초안전교육, 정기건강
진단, 기술지도)49)에 대한 효과적인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그림
6-1 참조).
49) 앞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산재예방 기술지도 역시 기초안전요소로서 동일한 공급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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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 건설산업 차원의 접근

자료 : 심규범(2013),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참조

나. 건설산업 차원의 기초안전요소 공급 방안50)

기본 방향으로서 근로자와 중소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 현
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 단위 또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기초안전요소를 공
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공급 체계가 효과적으
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자 건설업체와 기초안전교육기관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의 ‘갑-을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산업
차원의 가칭 ‘건설근로자안전보건기금’ 조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공급체계 개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안전요소의 공급에 대해 산업 차원에
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원화된 접근방법으로서 요소의
성격에 따라 산업 또는 현장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첫째, 기초 공통 요소인 ‘기초안전요소’의 공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
50) 심규범(2013),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
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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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공급한다.
둘째, 현장 특수요소인 경우 현장 전체는 ‘원수급자’가 공급하고, 공종
별 특성은 ‘하수급자’가 공급한다. 또한 산업 차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
칭 ‘건설근로자안전보건기금’(이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
안을 제안한다.
한편 산업보건관리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DB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고용관리 일원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그림 6-2 참조). 현장 단위를 벗어나 건설산업 차원에서 접근
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신분 및 경력 입증을 위한 근로경력관리 체계
와 건설근로자 DB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매개하는 수단을
별도로 고안할 수도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
는 것이 업무의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51)
[그림 6-2]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일원화 필요 : 사회보험, 산업안전 등

2) 건설산업 차원의 기초안전요소 공급체계 : 산안비 활용 기준, 기존 근로자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공급과 비용 지불, 그리고 정보 확
인에 관한 [그림 6-3]의 작동 메커니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
비’로 약칭)를 갹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먼저 근로경력
51) 현재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이 저조한데 그 주된 이유는 기술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주를 위한 ‘제살깎기 덤핑경쟁’으로 노무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수
의 불법취업자를 고용하면서 이들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데에 있는 것으
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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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건설산업 차원의 기초안전요소 공급 방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예시

자료 : 심규범(201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참조 및 보완.

관리 정보가 존재하는 기존 근로자에게 기초안전요소를 공급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① 건강진단, 3대 보호구, 기초안전교육, 산재예방기술지도 비용 납부 :
건설업체는 기초안전요소를 공급해야 할 의무 대신 징수기관을 경
유해 건설안전기금(예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일정 비용을 납부함.
대신 개별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들어올 때 기초안전요소의 충족 여
부를 확인하거나 작업 중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여전히 개별 건설업체의 책임임. 건설업체는 산안비 중 기초안전요
소에 배정되는 비용(향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도록 함)을 납부
함. 산재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되 징수기관은 납부된 금액 중 수수
료를 공제하고 건설안전기금에 전달함. 건설안전기금의 운용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단체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② 납부 영수증 교부 : 징수기관은 개별 건설업체로부터 기초안전요소
에 대한 비용을 수납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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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초안전요소 신청 :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는 현장에 도달
하기 이전에 먼저 등록한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건
강진단을 받으며 3대 보호구를 지급받음. 관련 기관 지정 시 접근
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해야 함. 현행 기준에 의하면 기초안전교육
은 처음 진입 시 1회,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 3대 보호구는 후술하
는 바와 같이 일정한 교체 주기마다 신청하게 됨.
④ 또는 ⑤ 기초안전요소 공급 및 전자카드 전산망에 입력 : 각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 이수 또는 건강진단, 그리고 3대 보호구 지급 등의
사실을 전산망에 입력함.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통해 입력된 기초안
전요소의 충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⑥ 기초안전요소 비용 청구 : 지정기관은 기초안전요소를 공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안전기금에 비용을 청구함.
⑦ 기초안전요소 비용 지급 : 건설안전기금은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회하고 지정기관에 비용을 지급함. 조회 과정에서 무작위로 근로
자를 뽑아 실제 공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함.
⑧ 기초안전요소 충족 여부 확인 : 건설업체는 근로자가 현장에 들어올
때 기초안전요소의 충족 여부를 확인함. 이 과정에서 기초안전요소
를 공급받지 않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그 책임
은 건설현장으로의 진입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⑨ 전자카드 제시․입증 : 근로자는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장
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제시하여 기초안전요소의 충족 여부를 확
인받음.
⑩ 산재예방 기술지도 요청 및 시행 : 중소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산재
예방 기술지도를 요청하고 이를 실시한 기관은 건설안전기금에 기
술지도 비용을 청구함.
3) 신규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방안

근로경력 정보가 없는 신규 건설근로자에 대한 공급 방안은 다음과 같
다.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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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규로 진입한 건설근로자는 먼저 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지정 병원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도록 지도한다.
둘째, 기초안전교육과 건강진단 사실이 입력된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발
급받도록 한다(교육 이수 시에는 종이 서식, 1개월 이내 카드 송부). 전
산망에 공급 사실을 입력하고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수령 서명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교육기관과 건강진단기관은 건설안전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셋째, 근로자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처음 진입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
에 제시하면 현장의 관리자는 신규 진입자임을 확인하고 3대 보호구를
지급한다. 현장 관리자는 기초보호구 지급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근로
자의 인적 사항과 수령 서명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건설업체는 건설안전
기금으로부터 보호구 구입 비용을 지급받는다.
4) 3대 보호구 적정 지급 주기 산정

3대 보호구는 부정 수급을 막고 적정 근로일수마다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근로경력 관리를 통해 누적된 개인별 연간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3대 보호구의
적정 지급 주기는 안전모 약 130일, 안전화 약 110일, 안전대 약 165일로
조사되었다(그림 6-4, 그림 6-5 참조). 다만, 산업 차원의 보호구 공급과
관련해 분실 시 공백의 발생 또는 불완전한 근로일수 관리 등에서 야기
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52)

52) 불합리한 상황의 초래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칙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첫째,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확인 아래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둘
째, 용도에 적합한 사용에 의한 파손 시 예컨대, 콘크리트 작업 또는 유기물질
오염에 의해 안전모가 손상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셋째, 전형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사항은 열거해 두었다가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예컨대, 안전모의
경우 백화 현상 발생, 신나(시너)에 노출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열거가 필요하
다(심규범,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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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3대 보호구의 적정 지급 주기(근로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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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7),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
[그림 6-5] 3대 보호구의 적정 지급 주기(사업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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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7),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

5) 재원 마련 및 운영 주체 선정

가칭 ‘건설근로자안전보건기금’은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6-6]에서 보듯이, 건설공사 규모별로 재원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자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기
초안전요소 공급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산안비를 갹출하되, 소규모 현장의 경우 산안비가 소액이므로 이곳
의 기초안전요소 비용은 산재예방기금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첫째, 건설업체로부터 산안비를 갹출한다.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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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공사금액 규모에 따른 ‘건설근로자안전보건기금’의 구성

가칭 ‘건설근로자안전보건기금’
< 20억 원 이상 공사 >

< 20억 원 미만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갹출

산재예방기금 출연

주체는 사업주이고 그 비용은 공사 원가 중 제 경비로서 산안비에 계상
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안전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 차원에서 갹출
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산안비 중 지불 여력이 있
는 20억 원 이상의 중대 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둘째, 산재예방기금을 출연한다. 산안비가 적어 지불 여력이 부족한 20
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
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동 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규정되어 있다. 정책 목표
중 ‘산재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제고’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산재예방 취지와 잘 부합된다.
건설안전기금의 전체 규모와 산안비 갹출 요율 및 산재예방기금의 출
연 규모 등에 대해서는 2012년 기초안전교육 실시 실적을 기초로 하여
시행 시기에 따른 대안별로, 그리고 초기 단계(기존 근로자 중심)와 안정
단계(신규 진입자 대상)로 나누어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 차원의 건설안전기금 운영 주체는 다음 기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단체인 대한건설협회다. 건설현장의 총괄 안전관리자인
일반 건설업체의 모임으로서 개별 비용 부담자를 대표하여 기금을 관리
할 수 있다.
둘째, 건설근로자공제회다. 현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 및 교육훈
련, 취업지원, 근로복지 등을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의 전담 조
직으로서 공제 부금의 수납 및 공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담당 기관으로
서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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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 건강진단 지정병원, 3대 보호구 공급업체, 기초안전교육
기관,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등 유관기관은 인증을 통하여 세부 전달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 기초안전교육 개선방안 : 현장 도달 이전의 교육, 산업 차원의 비용 부
담5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이동성이라는 특성에 착안하여 개
별 현장 차원이 아닌 건설산업 차원에서 기초안전요소 중 최초로 기초안
전교육에 대한 공급 방안을 제도화하였다. 하지만 비용 부담 주체를 여
전히 개별 사업주로 규정함으로써 도입 취지가 약화되고 부작용마저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원래의 도입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상적인 기초안전교육 제도 운영방안

기초안전교육 제도 성공의 출발점은 건설산업 차원의 기금 조성으로
‘부담자 = 수혜자’의 등식을 구현하는 데 있고,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 시행 단위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접근해
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먼저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선이수 후도달).
셋째, 산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서 교육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
넷째, ‘제살깎기’ 경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단가를 고시해
야 한다.
한편,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기초 vs 특수’로 구분하여
53) 심규범(2012),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참조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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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건설현장 산업안전교육 단계 및 교육 수행 주체

자료 : 심규범․김지혜․허민선(2009),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급별로 추진해야 한다. [그림 6-7]은 건설업 안전교육 단계 및 교육 수
행 주체를 도시하고 있다. 기초안전교육의 실시를 현장 단위에서 산업
차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첫째, ‘산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이다. 모든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초적
인 공통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 차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한다.
둘째, ‘현장 차원’의 산업안전교육이다. 해당 현장 전체에 대한 ‘현장
특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원도급업체가 담
당한다.
셋째, ‘공종 차원’의 산업안전교육이다. ‘공종 특수적인 사항’에 집중하
여 하도급업체가 담당한다.
산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이동성 이외에도 소규모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능력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전
달되도록 해야 한다(그림 6-8 참조). 현장 단위로는 불가능하나 제안하
는 산업 차원의 접근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쳐 소규모 현장까지
전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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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초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팀․반장과 유․무료 직업소개소에까지 기초안전교육 이
수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건설근로자들에게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우선적 채용 자격이 되므로 근로자들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소규모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기초안전교육을 공급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기초안전교육을 공급받은 근로자가 소
규모 현장에서도 일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모든 근로자는 건설업 기
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것이고, 그 여파가 소규모 현장에까지 이르
게 될 것이다.54)
[그림 6-8]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소규모 현장으로의 전달 메커니즘

자료 : 심규범․김지혜․허민선(2009),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4) 이수자 고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이수자에
대한 산재 발생 시 PQ 신인도의 환산 재해율에 반영되는 재해건수를 경감(예컨
대, 0.9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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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실시 : 현장 도달 이전 교육 이수
가) 개선방안

건설산업 차원에서 기초안전교육을 공급하는 방안은 앞의 [그림 6-8]
에서 제시한 바 있다. 현장 도달 이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산업
차원에서 가칭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교육기관에게 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다.
나) 기대효과

건설산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현장 도달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
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임금 삭감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작업 시간을 확보함으
로써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비용 부담의 전가를 막을 수 있다. 비용 지불 과정에 근로자
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단기 근로자 등 미이수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지 않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단기간에 다수의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다. 사업주의 신청이 불
필요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스스로 일 없는 날에 참여할 수 있어 단기간
에 대규모의 이수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기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현장에
도달하므로 교육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장에서 교육반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건설업체와 교육기관 간의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건설안전기금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산업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별 현장에서는 기
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특성별 교육과 공종 특성
별 교육을 곧바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6장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211

3) 건설산업 차원의 기금 조성 : 산안비 갹출 + 산재예방기금 출연
가)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칭 ‘건설안전기금’은 ‘산안비 갹출 + 산재
예방기금 출연’의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기대효과

이것은 무임승차 문제의 해소는 물론, 현장 도달 이전의 교육 이수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첫째, ‘부담자 = 수혜자’ 등식의 성립이 가능하다. 건설산업 전체가 비
용 부담자이자 수혜자가 되어 양자가 일치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장 도달 이전의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부담 주체를 산업 차원
의 기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현장 도달 이전의 교육 이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셋째, 중복 및 누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불 여력이 있는 대규
모 현장에서는 산안비 중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근로자가 새로운
현장에 고용될 때마다 중복적으로 받던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고, 소규모
현장에서는 부담 능력이 부족해 실시하기 어려워 누락되었던 문제를 동
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 기초안전교육 비용 단가 고시 : ‘제살깎기’ 경쟁 억제 및 질적 수준 확보
가) 개선방안

정부가 적정 수준의 교육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고 교육기관이 이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으로
강하게 제재하도록 한다.
나) 기대효과

교육비용 단가에 대한 ‘제살깎기’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를 통해 교육기관의 인적 요소 및 물적 요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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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방안 요약

앞에서 열거했던 문제점―교육비용에 대한 개별 사업주의 부담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도달 이전 단계에서 산업 차원의 기초안
전교육 실시, 건설산업 차원의 기금 조성 및 교육비용 지불, 정부의 기초
안전교육 비용 단가 고시 및 삭감 경쟁 억제 등으로 해소 가능하다(표
6-1 참조).
<표 6-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요약

개선 방안

주요 내용

․현장 도달 이전 교육 이수
․산업 차원에서 건설안전기금 조성
․기금에서 교육기관에게 교육비용
지불
산업 차원의 기
․건설업체는 근로자 고용 시 기초안
초안전교육 실
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
시
부담
․시행 시기: 2013년 7월(500억 원 미
만 현장 동시 확대) 또는 2014년 1
월(120억 원 미만 현장 동시 확대)

기대효과
․임금 삭감 예방: 현장 작업시간 확보
․교육비용 부담 전가 불가: 근로자 개입 불가
․단기 근로자 등 미이수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
제고: 사업주의 신청 불필요
․근로자의 자발적 교육 참여: 사업주 신청 불
필요
․공기 지연 예방: 현장의 교육시간 절감 가능
․현장에서의 교육반 편성 불필요: 선이수- 후
진입
․건설업체와 교육기관 간 ‘갑-을 관계’의 불합
리 해소: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건설안전기
금으로 전환
․산업안전교육의 효과성 제고: 현장에서는 현
장 특성별 교육과 공종 특성별 교육을 곧바로
실시 가능

․‘부담자〓수혜자’ 일치: 건설산업 전체가 비용
․건설안전기금= 산안비 갹출+ 산재
부담자이자 수혜자로 양자 일치, 무임승차 문
예방기금 출연
제 해소
․산안비 갹출: 지불 능력이 나은 20
건설산업 차원
․현장 도달 이전의 교육 이수 가능: 부담 주체
억 원 이상의 중대 규모 공사를 대
의 기금 조성
를 산업 차원의 기금으로 규정
상
․중복 및 누락의 문제 해소: 대규모 현장과 소
․산재예방기금 출연: 지불 여력이 부
규모 현장 간 부담 능력 격차에서 야기된 문
족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
제 해소
․정부가 적정 수준의 교육비용을 산 ․단가에 대한 ‘제살깎기’ 경쟁 억제: 제도적으
기초안전교육 정하여 고시하고 교육기관이 이를 로 삭감 억제 규정 공표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교육기관의 인적 요
비용 단가의 고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 소 및 물적 요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시
으로 강하게 제재
있는 여건을 조성
자료 : 심규범(2012),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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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효과적 발굴 및 기술지도 실효성 제고
방안
가. 필요성

공식적인 제도권으로부터 누락되는 다수의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산
업안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인 중소 건설현장 발굴 및 기술지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수의 산재 미가입 건설현장 문제
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재해
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너무 많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되
지 않아 현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되지 못한 채 산업안전 사
각지대에 방치된 소규모 건설현장이 많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제반
산재예방 노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
한 기초안전요소의 공급을 위해서라도 건설근로자가 존재하는 모든 현장
이 제도권으로 신속히 편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발주자(건축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산업안전 인식 제고를
독려해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축주)와 사업주는 산재보험
이나 산업안전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그 중요성 또한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공사의 발주자(건축주)는 대개 설계사무
소로 하여금 건축 관련 설계뿐만 아니라 인․허가나 시공 등 제반 업무
를 일괄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사무소 담당자와 면담
결과에 의하면 산재보험이나 산업안전 관련 제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
도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건축주를 설득시키지 못해 추가 비용의 확
보와 관련 규정의 준수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발주자(건축주)를 설득
시키기 용이한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 관련 내용
을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발주자(건축주)의 인식을 높이고 산업안전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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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기본 방향은 거의 모든 공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착공신고’ 과정에
서 산업안전 관련 중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 초기에 제
도권으로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착공신고 대상 공사(건축법 제21
조(착공신고 등) 제1항)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표 6-2>와 같이 건축
법 제11조 및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로서 대부분의 건축공사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안전에 중요한 요소를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 반영하여 산재
미가입을 막고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
성하도록 한다.
<표 6-2> 착공신고 대상 공사에 대한 규정

관련 조항

내용

건축법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제1항
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
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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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의 계속

관련 조항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
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
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항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
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
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
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
제1항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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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신고 시 조치 : 산재보험 가입 및 기술지도 계약 확인

산재보험 가입과 기술지도 누락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 가입 증빙 자료(개시신고 확인)의 제출을 의무
화하는 방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DB에 신규 건설현장이 등재
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재해예방기술지도기
관에 소규모 현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지도를 비롯한 제반 조치의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
고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다. 건설공사 착공신고 시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가 ‘세움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
업개시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최소
화할 수 있으므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기술지도계약서(착공 전 계약 체결)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 현장의 건축주 또는 건설사업주가
산재예방 기술지도를 기피할 수 없어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
다. 다만, 현재와 같이 건설 시공자와 재해예방 대행기관 간에 ‘갑-을 관
계’가 유지된다면 고객인 전자는 후자에게 허위 서류들을 발급하라고 부
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지도 수수
료를 개별 시공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산업 차원
의 건설안전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이것 또한 별도의 징구 없이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세움터’의 시스템
에 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인․허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 부담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위험요소를 지도하기 어렵다면 제도 초기에는 건설현장의 대표적 사고
유형을 규정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가설재 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실제 작성 여부를 착공신
고 구비서류에 넣어 확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
에서 가장 많은 재해 유형인 추락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설재 설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초로 관련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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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중 조치 : 심각한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 및 방문 유도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건설사업장 기술지도 중 심각한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현장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산재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이것 역시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지자체 유관 공무원도 접속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
한다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한 지불 주체를 개별 사업주에서 건설안
전기금으로 전환하여 ‘갑-을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3) 준공 시 조치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요청한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기술
지도 완료증명서’가 발급되도록 규정하면 건축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
므로 기술지도 이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다. 기술지도기관으로 하여
금 ‘세움터’에 관련 증명서 발급 사실을 스스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건
축주의 추가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조치 역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한 지불 주
체를 개별 사업주에서 건설안전기금으로 전환하여 ‘갑-을 관계’를 청산
해야 한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건설안전 효과가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된다.
4) 필요 조치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 첨부할 자료―건축법 제21조제1항 착공신고서
구비서류―에 ‘산재보험 가입증빙자료’(개시신고 번호 포함)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서 및 완료증명서’를 추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방안
중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대책은 첫째, 건설사업장으로서 공통적인 특
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대책 및 체계와 앞 장에서 고찰한 중소규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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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차이에 따라 요구되는 대책 및 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건설현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조건과 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상품은 시장 생산을 전제로 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발주자의 주문
에 의해 생산되며, 건설사업장의 발주자(건축주)는 생산에 수반되는 중
요한 제반 조건들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특히 공사의 안전을 좌우하
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절대적으로 발주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문 시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의 시작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및 이
의 운용에 있다.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에도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
지관리, 해체라는 생애주기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하도
급업자 등 다양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분담과 상
호협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공사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
하는 발주자의 책임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시행된 안전대책
은 대부분 시공 단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근본 원인은 안전보건 활동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 보호의 책임을 근로자를 직접 고
용하는 건설 시공사 사업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결국 근로
자를 직접 고용하는 하도급업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어 발주자를 비롯한
상위 의사결정권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근원적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비합리적인 건설공사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체
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의 안전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기존의 안전관리체제 및 건설안전정책의 근원적 한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초한 기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체제를 도시하
면 [그림 6-9]와 같이, 건설사업 수행의 주체이며, 건설사업의 최종 귀속
주체인 발주자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부여가 곤란하며, 제도적인 독려의 대상이 되지 못함으로써 산업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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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재해방지 활동에 근원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근본 원인은 산업
안전보건법령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 책임 원칙’을 전제로 하
여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규제
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안전 규제의 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년) 당시 제조업
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와는 생산방식이 상이한 건설사업의 수행방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관련 법령에서도 지침 등에서는 발주
자의 책무를 기술하고는 있으나 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
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CDM55)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ASCE에서는 1998년에
[그림 6-9] 기존 건설공사 안전관리체제

55) 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Regulation, 1994,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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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건설현장의 안전에 관한 350가지의 과제56)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은 모든 참여 주체의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발주자는 안전에 적극
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비용,
제3자 책임소송 등의 증가는 건설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주자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사업의 발주자에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각
참여 주체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주체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1997∼1999)｣에서 건
설업종합안전관리자제도(total safety coordinator)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이의 도입을 위하여 2000년도에 건설공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양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 보고서를 통하여 검토되었으나, 당시에
불합리한 논리로 종합안전관리자 제도 도입이 유보된 바 있다. 이는 근
원적인 건설안전관리체제의 결함을 해결하기보다는 지엽적인 수단으로
일관하여 소중한 기회를 무산시킨 것으로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지속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57)
1) 발주자 주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방안 검토

발주자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반 정도의 발주자는 사
고방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해의 책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안전활동에 대한 독
려나 지원의 영향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손실이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됨에도 발주자가 자
신의 공사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가장 큰 원인은 법적 책임의 부여가 없
어서 주요한 업무로 다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서, 발주자에 대한 법적
안전책임의 부여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이며
56) ASCE's Policy Statement 350 on Construction Site Safety.
57) 고용노동부․건설교통부(2000), ｢중장기적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보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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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발주자에 대한 유인전략과 규제전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발주
자에 대한 접근 경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접근 경로를 통한 유인
전략 및 규제전략의 단계적 실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고의 손실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의식 개선과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전략으로 홍
보활동을 통한 책임의식의 개선, 사고로 인한 손실의 전가 과정 및 최종
이익 귀속 주체에 대한 인식 제고,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비
롯한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발주자 안전관리 우수사례의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주자에게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는 규제전략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발주자의 안전책무 지원체계 확립, 발주자의 역할을 통한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제의 개선, 안전전문가의 활용 지원, 발주자의 안전활동 감시
체계 구축, 발주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방안은 공공 발주자와 민간 발주자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사관리 조직이나 능력이
미비한 민간 발주자의 경우는 자질 있는 안전전문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제도도 병행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다. 영국의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체제 사례
1) 건설사업 발주자의 역할과 CDM 제도 개요

건설사업장에 유효한 안전관리체제는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
리, 해체라는 생애주기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수급인 및 하수급
인 등 다양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분담과 상호협
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성패의 요건은 발주자의 역할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공사 전
반에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의 책임은 막중하다. 최근의 연구
에서도 발주자의 변화가 절실하며,58) 특히 공공 발주기관의 선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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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9) 공공 발주기관이 KOSHA 18001 프로그
램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폭적으로 재해를 감소
시킨 사례는 발주자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증명해 주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으로서,
[그림 6-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영
국의 4배, 미국의 2배에 이르고 있다.60) 영국이 이와 같이 다른 국가들보
다 현저히 낮은 재해율을 달성한 이유는 1994년부터 다른 국가보다 먼저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Regulations 1994, 건설설계관
리 규정) 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자를 정점에 둔 안전관리체제를 운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CDM의 시행으로 공사 발주량이 1994년 이
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DM 적용 이후 6년간
재해 사망만인율은 이전보다 40%를 감소하였다.
[그림 6-10] 주요 국가의 산재 사망만인율 비교(1999~2000)

58) 김한수․한미파슨스(2008),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
보문당.
59) 이상호(2007), 일류 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 만든다, 보문당.
60) 박태명(2005), ｢발주자 선도의 안전관리 프로세스｣, 중앙대학교 대학원,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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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CDM 개념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61)62) 아직까지 건설산업의 안전관
리체제는 건설공사 시공사업주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 일반산업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재해 방지의 주도적
역할을 가능하도록 CDM에 내재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이의 구현
기구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CDM에 내재된 발주자 주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
여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적합한 발주자 주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법령은 2007년도에 개정 시행된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과 실행지침
인 ACoPs(Approved Code of Practice)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초점
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주자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독려
하는 메커니즘의 파악에 있다. CDM 분석의 관점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
관리체제를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조건들로서 주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안전책무를 발주자에게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
둘째, 역량이 충분한 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 확보의 기본원칙인 제3
자 감시원칙(3rd party inspection principle)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셋째, 민간과 공공 등 공사 발주 주체와 상관없이 발주자로 하여금 필
요한 안전관리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게 하였는가?
넷째,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개별 건설현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위한 접근 경로를 어떻게 확보하였는가?
발주자는 건설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를 위해서도 발주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
적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
61) 윤조덕 외(1997), ｢종합안전관리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2) 안홍섭 외 2인(2006), ｢발주자를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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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다. 외국에서 발주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이유는 제도적인 뒷받
침과 더불어 발주자의 참여가 사고발생 시 발생하는 보상비용 및 소송비
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 때문이다. 즉 발주자가 안
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 구현 시 발주자의 특성으로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사항으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63)
첫째, 건설사업 참여 주체의 선정 시 이들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고
려해야 한다.
둘째, 공사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참여 주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을 유도하고 안전관리대장(Health and
Safety File)을 보관한다.
넷째,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체제 이행의 관건은 발주자를 보좌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Safety Coordinator, 이하 SC라 함)의 역할로
서, SC의 자질과 역할은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 개선의 궁극적
인 관건이다.
다섯째, 이러한 시스템은 반드시 벌칙이 수반된 법령으로 의무화되어야
하며, 기존 발주자의 노력의 의무는 의무 그 자체가 되어야 한
다. 즉 발주자 책임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으로도 발주자의 무
지나 무리한 요구를 자제시킴으로써 감리자, 설계자, 수급인 모
두가 발주자의 배려하에 참여하는 안전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2) CDM 제도의 도입 배경

영국에서는 지속적인 안전입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재해통계가 개선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를 실행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끊이지 않는 심각한 사고
63) 위의 책,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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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산업체의 질병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에서도 공사현장 근로자
들 300명 중의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사현장 근로자가 공장 근로자보다 5배나 사망할 확
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현장 근로자들은 부상이나 병으로
인하여 적어도 한 번은 일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비용의 경우도 건설업의 경우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비율이 1 대 11
로서 일반적인 1 대 4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64)
영국의 안전보건청(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는 건설
현장의 위험에 대처하는 경영관리(management)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부상과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데 경영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사망자의 70%는 더 효과적인 경영관리에 의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메시지는 유럽 전체에 대한
수치를 추정하면서 더욱 더 확고해졌는데, 건설현장 사망자의 60% 이상
은 작업 전의 계획과 경영관리의 결정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
책의 일환으로 HSE에서는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특기 안전입
법으로 CDM 1994를 제정하고 이어서 건설업안전보건복지규정(CHSW :
The Construction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6)을 제
정하였다.
가) 영국의 건설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

HSE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총괄기구이다. HSE와 함께 영국에서는
발주기관, 민간 산재보험회사가 안전관리 감독에 참여한다. 산재보험회
사에서도 산재보험의 차등 적용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한
다. 영국의 건설안전 관련 법령은 관리 차원의 법령으로 전 산업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MHSW(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2)와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CDM이 있으며, CHSW는 영
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인 HSWA 중 작업환경을 구체화하여 1996년에 간
소화시킨 안전기준 성격의 하위 규정이다.

64) 위의 책,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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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M의 개정 이력과 시사점

영국에서는 1994년에 제정된 CDM을 개정하여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은 그동안 발생된 CDM 시행상의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주자, 건설, 수급인, 설계, 설계자, 사업 단
계 등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개정된 내용 중 발주자 및 SC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이행 의무를 재정리하고, 통지 의무의 한계
를 규정하였으며, 5인 이하의 현장은 삭제되었다.
2) 통지할 발주자의 대리인과 개발업자 규정이 삭제되고, 발주자가 그룹
일 경우 이 중에서 하나의 CDM 발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계획감독(planning supervisor)이 삭제되고, SC가 발주자의 의무
이행을 지원 및 조언하고, 설계 및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4) SC나 원도급자의 임명과 문서화된 안전보건계획은 해체 공사와 통
지의무가 있는 공사에만 적용된다.
5) 책무 이행 주체는 역량이 없는 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를 맡기거나
지시할 수 없고, 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경우 CDM에서는 지명
또는 계약을 승인하지 않는다.
6) 발주자는 책무 이행자의 관리조치가 안전보건에 위험이 없이 공사
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를 밟아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조치는 공사 전 과정을 통해서
유지 및 검토되어야 한다.
7) 발주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자와 수급인에게 공사를 계획
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상의 최근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안전관리체제와 다양한 공
사 참여자 및 수행방식에 따른 건설공사 관련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는 점과 발주자의 고유 권한인 감리자, 설계자, 수급인의 선정에 안전보
건관리에 유자격자를 선임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SC를 통하여
공사 진행 단계별로 안전보건에 핵심 사항인 SC의 선임 시기, 공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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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준비 기간의 확보, 설계 진행시 안전한 설계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였
다. 아울러 안전계획감독의 명칭을 SC로 변경한 것은 안전전문가의 역
할이 안전성평가,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의 관리보다는 발주자를 보좌하고
공사참여자들 사이의 감독 및 조정 역할이 더 긴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 CDM의 벌칙과 영향

영국의 경우 CDM은 다수의 새로운 책무 부담자에게는 혁신을 요구하
고,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특히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기여가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
기에 필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이다. CDM의 기본 전제는
‘안전보건의 효과적인 지시와 협조’는 ‘기획부터 인도까지 그리고 그 이
상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로 영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가
장 커다란 변혁을 일으켜 생산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
쳤다. 새 규정으로 건설사업을 의뢰한 사람, 설계자, 수급인 등을 위해 새
로운 의무가 만들어졌으며,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몇 가지 부수
적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건설산업의 사상․사고 건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발주자가 자주 자신의 의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
는데, 시행 초기의 벌칙 사례는 다음과 같다.65)
․발주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계획이 없이 공사를 진척시키는 것
을 묵인할 경우 벌금 2,000유로
1) 발주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계획없이 공사가 착수되는 것을
묵인할 경우 벌금 2,000유로
2) 발주자가 대지의 상태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벌금 2,000유로
3) 발주자가 부적격자를 임명하고, 안전보건계획이 없이 공사가 진척
65) 위의 책,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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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묵인할 때 각각 벌금 2,000유로와 1,000유로
4) 발주자가 SC를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주요 화학품 제조업자가 공
장을 해체할 경우, 공장의 부분적인 붕괴와 크레인의 전복 시 부상
자가 없을 경우 벌금 10,000유로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5) 수급인의 역량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없이 하수급인을 선정할 경우
벌금 3,000유로
6) 설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설계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설계자가 기초공사를 설계한 뒤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부상자가 없을 경우 벌금 3,000유로 등으로 도급자보다
발주자에게 더 많은 벌칙이 부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상의 CDM
사례와 같이 발주자에게도 엄정함 책임을 묻는 법령의 제정․시행이 필
수적이다.
5) CDM 2007의 구성

CDM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설계자와 발주
자의 이행 사항을 최대한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다. CDM 1994를 개선한
CDM 2007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단순화하여 5부(parts) 48개 조항과 5
개 별표(schedules)로 구성되어 있다. 48개 조항 중 24개 조항은 안전기
준을 단순화한 것으로서 실제 관리적 기준은 24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
의 이행을 위한 실행지침으로 ACoPs를 제공하여 법령의 이해와 준수를
도모하고 있다.
시사점은 영국의 건설안전 관련 법령은 건설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서 수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한
내용과 체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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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주자 및 설계자의 역할과 안전책무
가) 발주자의 역할과 안전책임

CDM 규정에서는 발주자의 대리인 또는 수급자로 유자격자의 지명을
의무화하고, 각각의 공사 수행 단계에서 건축가, 공학자, 자재조사자 등
관련 전문인력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발주자는 반
드시 SC를 지명하여야 하며 SC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principal contractor)을 지명하고 역
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각 단계마다 확인할 적절한 절차를 밟아
야 한다. CDM의 시행 초기에는 SC를 안전계획감독자로 명명하여 안전
전문가의 핵심적인 임무로 사고방지대책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일을 중요
시하였으나 추후 그 명칭을 SC로 변경한 것으로 공사 참여자 사이의 조
정 역할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CDM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
의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은 <표 6-3>과 같다.
<표 6-3> CDM 내 발주자의 안전책무와 역할
발주자의 역할

세부내용

현장조사

주변 건물 현황, 교통 상황, 지질 상황을 안전 측면에서 파악

SC 임명

공사 초기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SC의 수행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검토

설계자, 수급인
선정

안전에 전문성을 가진 설계자, 수급인의 능력과 자질 검토

정보제공 및
의사교환

SC, 설계자, 수급인에게 현장조사 결과 제공
설계자에게 공사의 설계도서 제공
설계자가 입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안전관리계획
작성 유도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
설계자와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SC의 지원을 유도
설계자와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대장의
보관

유사 공사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관리대장을 향후 사
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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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자 및 설계자 그룹의 의무

설계자가 설계한 결과나 규격이 건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해성을 유
발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잠재적 유해위험을 파악하여
야 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자신들의 위 의무를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
지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 서로 안전책무를 인지시키는 메커니즘
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발주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를 서로 독려하고 견제하는 CDM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다) 공사 통지 방식(notification procedure and form)

CDM 규정에서는 공사현장의 소재 파악과 지도 감독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 관할관청에 공사를 통지하여야 할 항목을 별표 1
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고 내용은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전산처리
가 가능한 양식(F10)으로서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통지 항목은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공사 내용과 규모, SC, 수급
인, 하수급인, 설계자 등의 연락처가 포함된다. 마지막 항목으로 발주자
와 발주자의 대리인은 CDM 2007에 규정된 책무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하는 서명란을 두어 안전책무의 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시키는
기능을 내재화시켰다.
7) CDM 제도의 핵심 개념과 타당성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CDM 제도의 핵심 개념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에게 포괄적․명시적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방식

CDM에서는 건설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안전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전의 발주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주자의 현장 안전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큰 요인은 법적 책임의 부여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는 담
당자의 업무 성과로 안전 성적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 수준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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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 노력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을
통한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자 소속 구성원들에
게 공식적인 과업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안전 확보의 시작점이 된다.
나)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유자격 안전전문가의 고용과 산업안
전의 원리인 제3자 감시원칙의 구현

CDM의 핵심 개념은 발주자가 각각의 건설 단계마다 한 명의 중심적
인물로서 유능한 SC와 수급인을 임명하는 것이다. 안전전문가로서 SC의
위상과 역할은 안전조직의 관건으로서, 발주자 및 설계자의 부족한 전문
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모든 이해당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CDM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건설안전조직 구성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발주자가 SC를 선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시공 단계에 걸쳐 안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비롯한
공사 이해당사자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여하고
서로 주지시키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발주자와 설계자를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SC의 고용은 CDM 제도의 핵심 요소이며, 선임방법에
있어서도 SC를 발주자가 직접 선임하게 함으로써, 건설사업의 다양한 수
행방식을 포괄할 수 있게 하였다. SC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계획에 관
련된 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수급자는 건설 과정에 주로 관련되며, 이 둘
사이의 연계는 안전보건계획에 있다. 이 계획은 SC에 의해 시작되고 수
급인에 의해 조정되며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
의하게 된다. 발주자는 각각의 공사에 SC와 수급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보건계획이 준비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발주자는 착
공 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SC에게 제공해야 하며, 안전보건대장이 항상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C를 이용한 안전관리체제의 구현은 발주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충분
히 보좌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
여 유능한 안전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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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 법적 책무의 자가 인지 메커니즘 내재화

설계자는 발주자가 법적인 의무를 알도록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위
험을 피해야 하고, 위험에 대한 논쟁의 요인들 또한 피해야 한다. 설계자
는 근로자와 건설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최우
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설계 내
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설계자는 SC와 나머지 다른 설계자와도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보고서에 자신의 책무의 인지 여부
에 서명하도록 하는 제도는 발주자의 책무를 자각시킴과 동시에 추후에
가능한 벌칙의 집행에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라) 공사의 규모와 유형을 포괄하는 규제 감독의 접근 경로 확보

발주자에 대한 접근 경로의 설정 및 활용은 규제 감독 기능의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모든 건설사업에는 감독기관의 규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사업의 주체인 발주자에게 발주자의 의사결정에 상
응하는 안전책무와 벌칙의 부과가 가능하려면 우선 접근 경로가 보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한시적 이동성 있는 건설현장의 특징은 특별한 장치
없이는 공사의 소재지나 착수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사현
장에 직접 상주할 의무가 없는 발주자에 대한 접근 경로는 발주자를 접
촉하여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각종 행정적 장치를 통
한 발주자의 소재 파악 및 유인 전략의 집행에 선결조건이 된다. 기존의
건설공사 행정 전반 및 산업안전보건 활동에는 발주자가 소외되어 있으
며 접근 경로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발주자에 대한 접근
경로의 확보, 특히 경영층에 대한 접근 경로의 유지는 발주자 주도 안전
관리의 실질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기관의 독자적 시스템에 의한 공사현장의 소재
나 개시의 파악이 매우 어려운 반면, CDM제도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공
사 착공보고서를 통하여 손쉽게 공사현장의 소재와 개시 여부를 파악하
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적인 행정 의무를 최소화하여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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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주자의 소재 파악 수단으로 공사 인허가, 공사 신
고, 산재보험 신고 절차, 양식 등 기존 신고 및 통계 작성 내용에 반영하
는 방법 등 다양한 경로의 탐색이 필요하며,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 공사
통지양식의 활용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CDM 적용대상 공사의 규모도 공기 30일 이상 또는 연인원 500인․일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공사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공사
가 5명 이하의 인원이 필요할 경우로서, 거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어 법령의 적용대상 범위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8) CDM 개념의 타당성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의 결여는 건설재해의 근원 중의 근원으로 인식
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나, 기
존의 건설도급과 사업 관행에 있어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현장만의 안전
의식 및 책임의식의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즉 발주자를 제외한 안
전책무에 관한 논의는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설사업 안전 확보의 핵심은 발주자에게 법적인 공사 전
반의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주자는 안전에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전문가를 고용하여 자신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이전에 발주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책무를 고지하
여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무를 알리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안전 역량이 충분한 설계자, 감리자, 수급
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발주자에게 자신의 책무를 보좌할 수 있는 SC 선
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발주자의 의사결정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무
의 이행 수단으로서 건설사업의 합리적인 안전관리체제에 부합한다.
9) CDM 원리 도입의 타당성 및 적용방안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현장만의 안전 및 책임의식의 확보로는 건설재
해의 근원적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CD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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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책임의 기본 원칙과 이의 실현을 위해 내재된 메커니즘은 기존
안전관리체제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현한 법제의 마련 이전에 발주자의 안전책무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간편한 방안은 기존의 관련 법령에 발주자의 포괄적 안전책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식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 대
신 발주자가 직접 선임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령 개정의 노력은 줄어들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전
제인 사업주 책임 원칙과 발주자 책임 원칙이 혼재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령의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안은 CDM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중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법령만을 따로 모아 분리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산업
안전보건법령이 전 산업을 포괄하고 있어 분량이 방대하며, 수급자의 입
장에서도 참조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자를 SC란 명칭으로 발주자가 직접
선임하게 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도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발주
자로 하여금 우수한 안전전문가를 선호하게 함으로써 안전전문가의 수준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건설재해 방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기존의 열악한 안전관리자의 위상과 권한의 근본적 개선에도 크게 이바
지할 수 있다.
라.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체제 구현 방안

이상에서 영국의 CDM 제도에 내재된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관련 법령에 실효성 있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 구현을 위
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건, 발주자 책무에
대한 CDM 제도의 기본 개념, 선언적․외형적 조항과 이러한 체제를 유
효하게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내재된 시스템을 분석하여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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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들과 이의 구현
방안을 고찰하였다.
발주자에게 안전책무를 부여하고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CDM 제
도의 핵심 개념은 발주자에게 최종 안전 확보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여기에 내재된 시스템은 발주자가 선임한 안전전문가를 통한 발주자의
안전 역량 확보와 제3자 감시원칙의 구현, 수급자를 통한 발주자 책무 인
식 메커니즘 및 신고 제도를 통한 규제․감독의 경로 구축 등에 있다.
우리나라의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체제에 접목하여야 할 핵심 메커니
즘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를 유효하게 작동하게 하는 핵심 메커
니즘의 첫째 조건은 발주자로 하여금 안전에 역량이 있는 하수급자
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하여 궁극적인 안전책임을 자연스럽게 발주
자가 지도록 규정한다.
2) 발주자의 참모로서 안전전문가를 기존의 ‘안전관리자’나 감리단 내
에서 발주자가 직접 선임하도록 하여, 안전 확보의 원칙인 제3자
감시원칙의 구현과 동시에 안전 확보의 역량이 미흡한 발주자가 실
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설계자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이러한 책무를 고지할 의
무를 부여하여 개개 건설사업 내에 규제기관을 대신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장치를 내재화시킴으로써 생성과 소멸
을 반복하는 건설사업 내부에 안전책무의 인식장치를 내재화시킨
다.
4) 공사 착수 시 신고 제도를 통한 규제 및 감독의 경로를 확보함으로
써 감독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이 가능
하도록 한다.
국내 법령에 이러한 메커니즘의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CDM과 같이
기존의 사업주 책임의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분리된 건설산업에만 적용되
는 법령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CDM에 내재된 이상의 개념은 기
존의 체제와 비교하면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설산업의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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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치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법령 제정은 수월
하게 달성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건설산업재해의 대폭적 저감과 건설
산업의 3D 이미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상의 핵심 개념을 구현한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
는 건설공사 참여자 간의 상호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밀접한 의사
소통으로 인해 안전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건설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사고 요인을 근원
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규제기관
의 부담도 경감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대
폭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도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능한 안전전문가의 감
시와 지도가 필수적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 수준이 전반적
으로 열악하며 자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중소규모에 따
른 안전보건정책의 실효성은 효과적인 기술지원이 요구된다. 이 기술지
원의 필요성과 경로는 발주자에게 법적 의무와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
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모든 발주자의 사업장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는 발주자 요구에 의해야 하며, 주시시킬 의무는 수급인에
게 부여하고, 안전전문가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설계자나 시공자가 충분
히 안전책무를 이행하도록 지도․독려․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중소규모 기술지원 제도나 정책은 이러한 기본 틀 내에서 수행된다면 모
든 제도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 운용을 위해서는 발주자를 보좌
하고 현장을 감독하는 안전전문가의 선임이 필수적으로서, 현재의 대형
공사에 대한 전담안전관리자 제도를 모든 건설사업장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서는 비전담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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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즉, 기존의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운용 방식을 시장의 기능에
맞게 합리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시공사가 선정하여 계약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선임한 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방
식을 지양하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3자 감시 원칙에 따라 공사현
장의 소유자인 발주자가 선임한 비전담 안전전문가 또는 재해예방기술지
도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술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즉, 기술지도의 내용이나 주체는 활용하되, 안전전문가를 선임하고 계약
하는 방식을 발주자 주도로 변경하여 안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을 바
로잡음으로써 본연의 사고예방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로써 수혜
자의 비용 지불에 의한 사고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 안전관리체제 관련 핵심 법령 개정방안66)
1) 제도 개선의 전제

기존의 건설사업 안전관리체제는 이해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규제하
지 못하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법리 측면에서 발주자를 비롯한 공
사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부합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
고 필요한 일이다.
안전관리자의 명칭을 비롯한 안전관리체제 개선의 최선의 방안은 건
설사업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일된 단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장기적 과제로 여기서는 시급한 안전관리체제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서 산안법에 국한하여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방안
에 국한하여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사업
관련 법령도 동일한 원칙하에 개정이 필요하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규정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은 발주
66) 안홍섭 외 8인(2006), 발주자를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 한
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p.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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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상의 발주자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안전관리체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기존 ‘안전관리자’의 명칭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안전감독자’나
‘안전조정자’ 등으로 지도 및 감독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적합하게 개선하
여, 현장 라인 기능인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혼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이하에서 기존 ‘안전관리자’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안전감독자’로 기
술하였다.
기존의 법조항에 건설업 관련 정의와 책임을 추가한다. 발주자의 역할
은 산안법 제2조 중 제3항 ‘사업주’의 정의를 건설업의 경우는 발주자로
확장하여 하위 발주자 책무의 근거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업 관
련 조항을 개정하여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건설업 관련 조항만을 별도
로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가 이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는 주
요한 두 개 조항의 개정안을 예시한 것으로서 이 두 조항의 개정으로 영
향을 받는 기타 조항도 이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제3호의제2항에 ‘발주자’ 정의 추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
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제5조제3항에 건설사업 발주자의 책무 추가
1.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수급인(설계자, 도급자, 감리자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들에게 공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주변 현황, 교통
상황, 지질 상황 등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 초기에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유능한 안전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안전감독으로 하여금 공사안전계획(대장)을 기록하여 작성,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등 추가.

제6장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239

<개정> 제15조제2항에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명칭을 ‘안전감독자’로 개정하
고 안전관리자의 책무도 개정
① 발주자는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
기 위하여 건설안전감독자를 두어야 한다.
1. 건설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감독에 관한 사
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의 적정성 검토 및 감독에 관
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의
적정성 검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적정성 검토 및 감
독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의 적정성 검토 및 감독에 관
한 사항
7. 안전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정성 검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9. 공사의 수행 과정의 안전에 관한 사항(안전관리대장)을 기록 및 관리하
여야 한다
② 건설안전감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건설안전감독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72조【과태료】
③-2 제13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안전감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발
주자에 대하여서는 발주 금액의 1000분의 3의 과태료에 처한다.
적용례) 발주금액이 10 억 원인 경우 : 과태료 3백만원
500억 원인 경우 : 과태료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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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정비의 의의

1) 발주자의 책임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현
장의 안전을 담보할 법적 근거 마련
2)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산안법에서 건설안전을 규정하는 법체계
상의 타당성
3) 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부처(고용노동부)의 책임소재 명
확화
4) 추가 검토사항 및 타 법령과의 조율 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직접 사용․지배관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
는 발주자에게 건설안전감독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
련
2) 건설안전감독자의 자격과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의 필요
3) 건설산재예방 및 산재발생 시 발주자, 건설안전감독자, 건설업자(시
공사) 등 관련자의 책임소재의 명확화
4) 건설안전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범위 등
5) 타 법령과의 조율 사항
산안법의 개정과 병행하여 건산법에 발주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건기
법에도 지금의 노력 규정을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규정으로 하
고,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개선방안으로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일반 사업장과 달
리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칭 ‘건설산
업안전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특별법은 ‘안전보건의 확보’라는 점에서 산안법의 특별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5) 향후 검토 과제

발주자에게 법적인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안전전문가를 참모로
선임케 할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 제도 중 개선해야 할 사
항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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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전문가의 선임방법과 보수 지급 방식 : 시공자 선임을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와 발주자가 선임(임명)하는 방식의 차이점 : 역할,
법적 책임; 보수 지급 방식 등
- 안전전문가에게 과업 부여 시 보수(대가)와 책임 관계
- 현행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지급 방식과 외부로부터 발주자가 안
전요원을 선임할 경우 보수 지급자와 공사비 계정 방식
- 예산회계법상 공사비 항목의 계상 및 회계 방식 : 예산상 항목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항목, 감리대상
공사의 경우 감리비와 공사비(시공사 도급액)의 계상 계정, 용역
비로 계상 여부
- 발주자가(감리자, 설계자 또는 시공자의 추천을 통해서) 직접 안
전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예산상 안전전문가의 보수 계상 항목
및 지급 방식
- 안전전문가 선임계의 실질적 효력 등
2) 발주자의 안전전문가 수요 및 공급 시장 점검
3) 안전전문가의 법적 책임의 한계
4) 관련 법령 개정 장애요인 :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부처 등의 협의 및
합의 과정 및 전략
5) 기타
- 안전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 문제와 품질 등 증가하고 있는 공사
관리 관련 규정에 따른 다른 공사관리 분야와의 통합 조정이 필
요함.
- 안전전문가 선임 방식 : 일식 도급, CM방식, 감리대상 공사, 자체
공사 등 다양한 공사 수행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규정되어야 함.
- 보수 지급 방식 : 안전전문가의 책무에 따른 보수 산정 방식 및
기준은 공사비 예산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안전관리비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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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특성 및 원인
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및 특성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및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제2장 참조).
최근 10년간(2002～2011)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으나(2002년
0.77% → 2011년 0.65%), 건설업의 재해율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였다
(2007년 0.66% → 2011년 0.74%). 또한 건설업의 재해자 수도 지난 7년
간(2005～2011) 증가하였다(2005년 15,918명 → 2011년 22,782명).
이와 같은 건설업 산업재해율의 증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높은
산재발생 점유율에 기인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미
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전체 재해자(22,782명)의 72.5%가 발
생하였으며, 근로자 5～49인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 건설업 전체 사망재
해자(621명)의 38%(239명)가 발생하였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발생 현황은 2011년 전 산업 업무상사고
사망자 가운데 추락에 의한 사망자(400명) 중 건설업에서 53.0%(265명),
건설업 업무상사고 추락사망자(265명) 중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에서 64.2%, 건설업 업무상사고 추락사망자(265명) 중 비계 등 가설구조
물 추락에서 35.8%가 발생하였다.
건설업에서 복장․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업무상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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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1년 전 산업 ‘복장․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업무상사고
사망자(167명) 중 건설업에서 72.4%(167명)가 발생하였다.
나. 외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대책 및 시사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ILO, 호주 등의 국가에서 중소규모 건
설현장 안전대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① 감독체계의 개선을 통
한 합리적인 지도, ② 감시 경로의 확보, ③ 발주자에 적정 의무 부여와
위반 시 벌칙 강화를 통한 지술지원에 대한 동기부여, ④ 중소규모 건설
현장 수준에 적합한 실질적인 기술지원과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질 유
지 및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제4장 참조).
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들을 공사현장 측면, 근로자 측면, 안전보건
관리 측면,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 공사 발주자 측면 등 다섯 분야로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 특성들로 요약된다(제5장 참조).
(1) 공사현장 측면 : ① 소규모 건설현장, ② 단기간 공사, ③ 노동력 집
중 투입, ④ 법적 산업안전보건조직이 없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
⑤ 외국인근로자 투입, ⑥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재, ⑦ 높은 재해율
(2) 근로자 측면 : ① 저임금, ② 일용직 근로자, ③ 낮은 안전의식, ④
개인보호구 착용 미준수, ⑤ 미숙련자, 고령근로자, ⑥ 작업량에 의
한 임금결정, ⑦ 외국인근로자 대량 유입으로 기능 부재, 부실공사
(3) 안전보건관리 측면 : ① 안전관리자 미선임, ②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고위험 증가, ③ 안전관리 예산, 인력 부족, ④ 안전시설 미흡, ⑤
협력사 자체의 경험에 의존한 수동적 안전보건관리
(4)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 : ① 자본 규모 소규모, ② 다단계 하도급
으로 인한 비용절감 필수적, ③ 이윤추구를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④ 품질, 안전을 무시한 공사비 절감, ⑤ 안전보건규정 준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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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홀, ⑥ 안전관리 지원 미흡, ⑦ 저임금 일용근로자, 외국인근
로자 채용, ⑧ 안전시설 설치 미비, ⑨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만
강요
(5) 공사 발주자 측면 : ① 원가절감을 위한 공기 단축, ② 법적 안전보
건의 책임이 없으므로 안전에 대한 지식․의식 없음, ③ 공사계약
이후 원도급사에게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 부여, ④ 현장근로자와
발주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 ⑤ 발주자의 안전의식 부재
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들을 재해 종류 측
면,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물 측면, 하도급 측면, 근로자 측면 등 네 분야
로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 특성들로 요약된다(제5장 참조).
(1) 재해의 종류 측면 : ① 안전설비 미비로 인한 추락, 전도, 낙하, 협
착, 감전 등 재래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② 가설구조물의 전
도, 붕괴로 인한 사고, ③ 주변 환경정리 불량으로 인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 ④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사용으로 언어소통 및 기능
성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⑤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2)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물 측면 : ① 법규정에 의한 정품이 아닌 저
가, 중고, 비정품, 비매품 자재 사용, ② 건축물 구조에 대한 검토
없이 경험에 의한 사용, ③ 가시설물 설계 및 시공 오류, ④ 설계서
의 세부 부분을 수시로 누락시키며 정밀시공 의지 부족, ⑤ 비계의
부실한 설치, ⑥ 작업발판의 불안전한 설치, ⑦ 안전난간, 안전망
등 기본적 가시설물 미설치
(3) 여러 단계의 하도급 측면 : ① 저가 계약으로 인한 실 투입비용 감
소로 공기 단축 ② 안전시설 설치 기피, 부실공사 요인 제공, ③ 다
단계 하도급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재, ④ 별도의 안전관
리비 축소, 미사용, ⑤ 안전관리 프로그램 부재, ⑥ 안전장구 지급
미비, ⑦ 일용직 근로자 다수, ⑧ 기능보유 근로자 부재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5

(4) 근로자 측면(안전의식, 기능도 등)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희생
자로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 ② 지속적으로 미흡한 안전
시설 설치 상태에서 작업하여 안전의식 부족, ③ 원청들의 안전관
리 수준의 차이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차이 결정, ④ 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육을 적절히 받을 기회가 적어 안전의식과 기능도가 낮
은 편임, ⑤ 미숙련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다수, ⑥ 위험
하고 복잡한 현장으로 인식하나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함.
마.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인 원인들을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 공사 발
주자 측면, 공사 감리자 측면, 근로자 측면 등 다섯 분야로 정리하면 각
각 다음과 같은 세부 특성들로 요약된다(제5장 참조).
(1)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현장 내 안전관리자 부재 등) : ① 현장 내
안전관리조직 부재, 안전전문가 부재 ② 비용절감을 이유로 타 업
무 분야와 겸임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겸임자에 의한 관리
로 무늬만 안전관리, ③ 외부 기술지도기관의 형식적인 기술지도
계약 및 지도
(2)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 : ① 최저가 낙찰제로 극단적 이윤추구를
위하여 현장 투입비용 최소화되어 안전시설 투자 기피 및 무관심,
② 감독기관의 안전법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감독 소홀로 과태
료, 사법처리가 극히 낮아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3) 공사 발주자 측면 : ①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
로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및 안전의식 부족,
② 시공사의 시공 과정 안전사항에 발주자의 미참여, ③ 공사비용
절감을 이유로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요구 안함.
(4) 공사 감리자 측면 : ① 현장의 공사 감리자는 현재 구조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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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에만 관여하고 안전은 관여하고 있지 않음, ② 안전전문 감리
자 부재와 감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부재, ③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감리자가 거의 없으며, 감리자가 면허 대여 형태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5) 근로자 측면 : ① 안전시설 미설치/부적절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
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후진적 접근법임. ② 안전시설이 미
흡한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안전시설조치를 근로자가 요구하여야
하나 안전시설조치 요구를 못하고 작업진행, ③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음, ④ 소
규모 건설현장의 형식적 근로자 안전교육, ⑤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의식 부족
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
은 열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제5장 참조). ① 법적 요건 철저 준수와 이를
위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② 최저가 낙찰제 폐지, 변경, ③ 기술지도기
관 수수료 현실화, ④ 적정 공기 보장, ⑤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한 콜센터
를 운영하여 건설근로자들 스스로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고발 및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지원시스템 도입, ⑥ 발주자, 감리자의 안전관리책임
부과, ⑦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⑧ 가설구조물의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⑨ 근로자의 안전교육 확대, ⑩ 근로감독관 인원 증대 및 철
저한 감독, ⑪ 작업방식에 적합한 안전시설의 설치, ⑫ 불법 다단계 하도
급 공사관리, 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⑭ 지역 차원의 건
설안전 감시체계, ⑮ 공사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보전
사. 건설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 중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

건설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 중 설계 단계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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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설계단계 : ①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 ② 설계업체
와 인허가 담당자들이 현장방문 후 설계, ③ 건설안전전문가 참여
(2) 인허가 단계 : ① 가설구조물 도면 제출, ②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
출, ③ 공사 착공계 제출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 ④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⑤ 가시설물의 설계와 안전성 검토, ⑥ 설계도대로 반
영(비계, 거푸집, 통바리), ⑦ 산안법 제51조에 의한 영업정지 요청
권 강화
아. 중소 건설현장 산재 감소를 위한 당사자들의 역할

중소 건설사업장 산재 감소를 위한 정부,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사업주, 근로자 등 당사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
이 요약 된다(제5장 참조).
(1) 정부 : ①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관 증원, 건설업 근로감독관 특화,
② 강력하고 일률적인 법집행 및 공사중지권 활용, ③ 관련법을 유
기적으로 통합하여 발주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
적 근거 마련, ④ 합리적 산재예방정책 수립, ⑤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 참여확대 방안 마련 등
(2) 안전보건공단 : ① 현장 중심의 기술직 지원 증원, ② 안전관리를 위
한 교재개발, ③ 건설기계 사고예방대책 수립, ④ 직종별․공종별
안전교육 교재 개발
(3) 재해예방기관 : ① 기본적인 안전시설부터 설치하도록 지도, ② 내
실 있는 지도와 사후 결과 확인, ③ 실효성 있는 기술지도를 위해
평가 제도 강화, ④ 전문성 증대 및 우수업체 양성,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DB 구축
(4) 발주자 : ① 시공 상태 및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 ② 시
공 과정에 안전전문가 선정 및 책임 부여 등 안전시스템 구축, ③
적정 공사 및 적정 공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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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리자 : ① 감리자에게 안전책무 부여
(6) 사업주 : 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②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③ 안전
시설물 설치, ④ 관리자,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 ⑤
현장 내 안전에 관한 표지 안내, ⑥ 건설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
영,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7) 근로자 : ① 건설현장 산재예방의 직접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함,
② 위험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 ③ 유해위험 상황 신고, ④
안전규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준수, ⑤ 안전의식 제고, ⑥ 개인보
호구 착용
자.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는 ① 영
국의 CDM 제도 및 법집행 엄격한 사례, ② 독일 산재보험의 기술감독관
제도(TAB : Tehnische Aufsichtsbeamte), ③ 호주의 그린카드 제도, ④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 지켜지고 있는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등
이다(제5장 참조).

2. 정책 제언
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제 도입

건설업체 및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규모나 공사금액 규모의 대소를 막
론하고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발주자의 주문이나
요구로서 이는 하수급자를 포함한 어느 수급인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의 핵심 과제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 도입
을 제안한다. 이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요약된다.
(1) 건설사업의 규모에 무관하게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할 최종 책임
을 발주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 내부의 필요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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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생리이자 원리이다.
(2) 다음으로 발주자가 전담 조직이 없거나 안전 확보의 능력이 부족
할 경우 안전전문기관이나 안전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발주자를 대신한 기술지도나 점검이기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3) 마지막으로 법령에 명시된 발주자의 책임을 알게 하는 장치가 필
요한데 이는 발주자로 하여금 안전을 보좌하고 감독할 안전전문가
를 선임하게 하고, 이 안전전문가를 통하여 공사를 신고할 때 발주
자의 책임의 인지 여부에 대한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면 발주
자의 법적 의무에 대한 주지 효과와 함께 지도감독을 위한 경로까
지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은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정의를 ‘발주자’로 확장하고, 기존의 ‘안전관리
자’의 명칭을 ‘안전감독자’로 변경함으로써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
체의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감시 및 감독의 경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
이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요소 공급 제도 도입

앞에서 제안한 발주자(건축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경우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관리의 시행 여건이 개선되겠으나, 그것
만으로 영세한 발주자(건축주) 또는 건설업체가 스스로 나서서 산업설비
와 기초안전요소를 충분히 설치하고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영세한 발주자(건축주) 또는 건설업체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자신이 책정한 산업안전비용의 범위에서 짧은 기
간만 자신의 현장에서 일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
전모․안전화․안전대 등의 기초보호구, 정기건강진단, 기초안전교육 등
을 제공하고, 산재예방기술지도비용을 지불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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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잦은 이동성과 짧은 공사 기간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중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안전요소(3대
보호구, 기초안전교육, 정기건강진단, 기술지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으로서 개별 건설현장 차원이 아닌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공급 방안을 제
안한다. 그리고 기초안전요소의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요소 중 하
나로서 소요되는 비용 역시 건설산업 차원에서 조성하여 가칭 ‘건설근로
자안전기금’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현재 산업 차원의 접근으
로 표방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은 여전히 개별 사업주 몫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약화된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운영 방식도 포함된다.
다.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산재예방기술지도 계
약 및 이행 여부 결합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및 이행 여부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
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등록을 자동으로 하게 되고 아울러 산재예방에
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가 많은 원인
이 인허가 과정에 가설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설재
설계를 의무화하고 공사 착공신고 과정에서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
방 효과가 한층 제고될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 수단과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의 건
축 인․허가 정책 수단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건설일용근로자 지원 콜센터 운영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정기건강검진, 그린카드
(green card) 발급, 기초보호구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들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련 안전시설 미비, 유해위험 상황 시 무리한 작업
진행 등 제반 법규 위반 사항들을 고발하여 사업주에게 개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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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한, 건설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항 정보의 습득 교육 신청 및 보호구 수급 등이 간
편하게 이루어져 건설업 재해율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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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전문가 심층면담 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정부 정책연구과제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학계, 안전보
건공단, 대행기관 등), 노동계 건설안전전문가 그리고 건설협회 등
사측 건설안전전문가 분들께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고견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합니다.
본 전문가 심층면담은 전문 리서치 회사인 알앤써치의 상담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본 면담 내용은 연구용으로만 활용되며, 면담 당사자의 개인 신상
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면담에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9.

면접원 성명 :
면 접 일 시 : 2013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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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특성, 원인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은 ‘소규모 건설공사’(이 중
3억 원 미만은 ‘영세소규모 건설공사’), 20억 원 이상〜120억 원 미만
은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라고 합니다.
2011년도의 경우, 건설업 전체 재해자 22,782명 중 3억 원 미만 공
사에서 47.3%, 3억〜20억 원 미만 공사에서 30.9%로,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전체 재해자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억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에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래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1.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사 현장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 근로자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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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

2.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 재해의 종류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 가시설 등 사고의 매개물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

(3) 여러 단계의 하도급 측면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 근로자 측면(안전의식, 기능도 등)에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5) 기타
(

)

3.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안전보건관리 조직 측면(현장 내 안전전문가 부재 등)에서 산업재
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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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
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공사 발주자 측면(안전책임의 합리적 분담 등)에서 산업재해가 많
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 근로자 측면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6) 기타
(

)

4.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1) 안전보건관리조직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 공사 시공자/사업주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공사 발주자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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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니까?
(

)

(4) 공사 감리자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

(5) 근로자 측면에서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

(6) 기타 측면
(

)

5. 기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

)

부 록 261

II.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대책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을 수
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 중 건설업 산업재해예방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건설업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및 집중관리 강화
-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설계․감리․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업체 선정
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방안 등 마련
-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
2.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개별 사
업장이 아닌 업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
- 건설근로자가 채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결과를 카
드에 기록하여 관리(가칭 ｢그린카드｣ 제도)
- 제도 시행을 위해 대기업 건설현장부터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고, 법개정도 추진(표준안전관리비(총 공사금액의 1.24
〜2.48%) 중 일부를 기초안전교육 이수제에 공동 부담 사용하는 방안
강구)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 및 업
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3.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 개발․보급 및 안전․보
건 교육지원 확대
- 사업주의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이
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사업주에게 사업장별 산재예방 비용-편익 분석, 안전경영 우수사례 소개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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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내실화 지원
-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지원방안 강구
5.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위험성평가 제도
- 상생협력프로그램
- ‘안전지킴이’ 제도

* 아래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1.
건설업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및 집중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설계․감리․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 건설현장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업체
선정방식 변경 검토 및 성과관리 시행방안 등의 마련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 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와 관련
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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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리의 투명화 및 합리화와 관련하여 미진
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 사업주(공사현장)의 안전의식 등 내부적 동기부여 부족과 관련하
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7.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2.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특성 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개
별 사업장이 아닌 업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세
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건설근로자가 채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결과
를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가칭 ｢그린카드｣ 제도)하는 것에 대해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 제도 시행을 위해 대기업 건설현장부터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고, 법개정도 추진(표준안전관리비(총 공
사금액의 1.24〜2.48%) 중 일부를 기초안전교육 이수제에 공동 부
담 사용하는 방안 강구)하는 것에 대해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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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3.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 개발․보급 및 안
전․보건교육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업주의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
영, 이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
육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 사업주에게 사업장별 산재예방 비용-편익 분석, 안전경영 우수사
례 소개(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
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발주자(건축주)에 대한 책임 부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 (비전임) 안전관리자의 확대 배치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9.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4.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내실화 지원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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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참여 확대 및 지원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
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사업주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및 교육과 관련하여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0. 정부(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0∼2014)｣ 중 ‘5.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
별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2) 위험성평가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

(3) 상생협력프로그램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

(4) ‘안전지킴이’ 제도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

(5) 발주자(건축주) 중심으로 책임체제 개선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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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6)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제도의 실효성 개선의 미진한 점 또는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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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법
* 아래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11. 현재 시행 중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대책 중 효과적
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또한 효과가 낮은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2.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

13. 가장 중요한 요소를 수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4. 건설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 중 설계 단계 또는 인․
허가 과정에 반영시킬 만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5. 중소 건설현장 산재 감소를 위한 관련 당사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공단, 재해예방기관, 발주자(건축주 포함), 사업
주, 근로자 등
(

)

16.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시사점을 줄 만한 외국 사례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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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사항
1. 귀하께서는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학계, 안전보건공단, 대행기관
등),
(2) 노동계/노동조합 건설안전전문가
(3) 건설협회 등 사측 건설안전전문가
2. 이 분야에 몇 년간 종사하고 계십니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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