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Vol. 54, No. 6, pp. 121~131, November, 2012
DOI:http://dx.doi.org/10.5389/KSAE.2012.54.6.121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저감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A Study of Decreasing Critical Disaterous Accident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백신원*․김한중**,†․최돈흥***

Paik, Sin-Won․Kim, Han-Joong․Choi, Don-Heung

ABSTRACT
Many of the falling which is the number one risk factor in lethal accidents in construction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he right 

activity or supervising had been taken in time. All other measures do not preventive the fall, but rather intercept the fallen itself or 
preventive severe injury. The most common and the bets measures on the preventive measures are guardrails which are to be worn 
on the site. Workers always exposed the risk of serious accidents induced by causal effects related with environments around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represent how to decrease the risk of workers, this study was accomplished with a number of interview 
with experienced site director, cheief of instructors, workers. And the questionaire survey (2012. 5～2012. 10) were used to make 
proposed policies which are expected to reduce critical disastrous accidents and strength authorized limits of director's management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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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해는 매년 상당한 인명의 손실을 일으키는 요인이며, 자연재

해뿐만 아니라 인재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빈번한 특징을 보

이고 있다 (UNHSP, 2001). 이들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행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보다는 산업분야에서의 재

해가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건설재해를 보면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 ․소
규모 건설현장은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요인에 쉽게 영향

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고 있

는 현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들은 행동 지향적으로 일이 진행, 즉, 결과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해

서는 관심보다는 긴박한 공사일정에 집착하면서 안전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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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농업토목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보강 사업은 과거의 수리

시설물의 능력개선을 위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경우에서도 여타의 토목 건설분야와 유사하게 근로자가 

점진적으로 가설구조물을 구축하면서 시공과정을 수행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귀농, 귀촌

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건설분야 사업은 점차 확대

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대규모 현

장과 비교하였을 때 도시 외곽지역이나 소규모 현장에서와 유사

하게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KOSHA, 2012).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감독자가 외부 규제를 불필요

하게 시행되는 행정업무로 판단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써 안전보건 접근이 매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05년의 경우 미국의 2.6배, 영국의 7.7배 수준이던 것이 ’08년 

우리나라 건설 사망자수는 1만명당 2.14명으로 일본 (0.92명)의 

2.3배 수준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

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2010년도의 공사종류별 업무상 재해

자수 발생비율을 보게 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 ․숙박시설이 

20.6 %로 가장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재해자

수에서 건축공사의 재해자수가 61.4 %로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토목공사에서 15.0 %를 기록하여 두 분야에서 75.4 %

에 해당하는 재해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건설업의 재해 발

생형태별 공사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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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ticles related to safety&health of small construction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Articles Range of application

안 보건 계자 선임

(법 제13조 제1 ․ 2항, 법 제15조)

공사 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안 보건 리책임자, 공사 액 120억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담 

안 리자 선임만 해당되어 소규모 장은 무 함

안 보건 의체 운

(법 제29조 제1항)
하도 공사에만 해당, 건축주가 직  시공하는 소규모 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

작업장 순회 검

(법 제29조 제1항)
2일에 1회 이상 순회 검하며, 소규모 장에도 해당됨

합동 안 검

(법 제29조 제3항)
2개월에 1회 이상, 하도  공사만 해당이 됨

산업안 보건 리비 

(법 제30조 제1～3항)
공사 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 장만 해당 (4천만원 이하의 세소규모 장은 무 함)

건설 장 기술지도 

(법 제30조 제4항)

공사 액 2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기 ․정보통신공사는 

매월 1회 기술지도 (2억원 이하 건설공사는 해당되지 않음

서 72 %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중에서 30 % 이상이 추락이 사

고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사망만인율은 3.55로 중규모 건설현장 (2.14)의 1.66배, 대

규모 건설현장 (0.90)의 3.94배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건설현장

인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2011년도 재해

자는 전년대비 4.9 %, 사망자는 6.2 %가 증가하여 건설업 평균 

재해자 및 사망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MOEL, 2011). 

그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추락‘ 재해는 슬래브, 지붕, 

비계, 사다리 사용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해

서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전 과정에서 능동적 예방과정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하는 방지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Navon, 

2007). 

본 연구에서는 중대 재해위험발생률이 가장 높은 소규모 건설

현장중에서 토목 및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공사감독 및 현장소

장이 근로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근로자의 재해위험을 발견하고, 

재해발생율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근거로 현장근로자의 위험환경에 영향을 주

는 재해요인을 분류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안전지

도요원 팀장 및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

후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능동적 안전관리 요소를 도

출하고 이를 중 ․소규모의 현장에서도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와 건설재해 현황

1. 중 ․소규모 걸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법규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공사기간 동안 추락, 전도, 붕괴, 낙하물 

등에 의한 불안전한 근로현장에 노출이 되고 있다. 최근의 시공

방식으로 인하여 중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일수록 그

만큼 많이 재해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직

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재해저감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공

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진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련 주요 법

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 의무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일

반 건설공사 5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1천만원 이하의 도급계약 

및 사업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법 제41조,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

축물로서 연면적 661 m2 (200평)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m2 (150평) 이하의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 m2 

(150평)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아닐 경우는 건

설업 등록업자가 아닌자도 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건설

기술관리법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도급공사를 전제로 

한 건설업 등록업자에만 해당하게 되어 있어 건축주가 직접 시공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다양

한 안전관리 법규에서도 소규모현장의 경우는 관리 ․감독의 영향

력이 느슨한 상태에 있다.

Fig. 1은 2011년에 건설사업 분야에서 재해자와 사망자를 통

해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저감이 선

Fig. 1 Number of victims of construction disater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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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quency of the causes of accident vs. cost of construction at 2010

행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 동안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방안들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는 대부분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중 ․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에 치중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중에서는 

다각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 교육 및 사다리 사용과정에서 소규모 건설현

장에 맞는 안전교육 모델, 안전사다리 지원에 대한 안전모델, 

사다리 사용에 대한 안전모델 등을 제시하여 근로자들의 작업환

경개선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나 

(KOSHA, 2010) 소규모 건설현장에까지 산업안전 감독관의 상

시적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소규모 건설현

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방안이 부족할 수 밖

에 없었다.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관리를 소규모 현장에까

지 체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조직특성과 기능, 생산성 등이 대규모 건설현장과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현장의 일반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

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차

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국내외 건설재해 현황 및 예방활동의 효과

가. 국내의 건설재해저감 제도와 재해발생 현황

국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

는 경우 현장 안전관리를 기술지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안전점

검을 받는 방법과 1988년 이후 공사규모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계상요율을 적용하여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사용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규정

과는 다르게 공사의 난이도, 공사의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부족하거

나 풍족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계상기준이 모호하고, 사용기

준 및 관리기준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재해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지도의 

특성은 주로 사용자 의무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

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서 근로자의 관여권, 신고권, 알 권리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법학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상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으며, 사용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적 (私法的) 효과로서 부여되는 사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민

법학계를 중심으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이다 (Kim et al., 20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연구 (Jeong 

et al., 2010)에서 보면 일선 현장에서는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하

는 정도가 ‘매우 크다’ (47.2 %), ‘크다’ (46 %)에 달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는 실질적 안전관리의 개선파악을 위하여 행정력을 사용하기 보

다는 사용기준의 적정성을 통하여 PQ심사 감점내용을 파악하는 

Fig. 2 Result of analyzing cause of 2010's accident in 
construc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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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층 철골 조립식 주택 (b) 2층 목조 주택 

Photo 1 Construction and safety management for prefabricated houses and wooden houses applied with scaffolding preceding 
method

데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또한 박대성 (2006)은 시행된지 17년이 지나고 있는 

재해예방기술지도제도가 중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이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재해예방기

관이 자율경쟁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재해예방기관이 2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중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술지도서비스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

다. 즉, 과당경쟁, 업체 난립에 의한 인력부족 심화되고 있어서 

부실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였

다. 이는 기술지도 사업을 통하여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에 대한 지도, 조언

의 형태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최근 2010년도의 사고패턴을 분석

한 Fig. 2와 같이 추락재해가 35.4 %, 충돌, 접촉이 19.9 %, 전

도, 전복이 17.8 %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업규모별로 사고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부주의, 실수, 안전장구사용 미흡이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고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소규모 현장

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 금액별로는 5억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1,156건으로 전체의 54.4 %로 가장 높았으며, 5

억원～20억원 사이에서 371건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체 공사의 72 %의 재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재해자 수가 중 ․소규

모 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계

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Ministry of Labor, 2010). 정

명진 등 (2010)의 조사에서 81.6 %가 건설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와 이를 통한 재해예방활동이 근로활동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도시행 측면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93.8 %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실태 조사시 근로자

들이 개인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원치않기 때문

이라고 답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착용 및 미사용으로 인하여 반복

적으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전지도 및 

교육의 효과는 크다고 느낀다고 답하고 있어서 현장감독의 역할

을 재조명해보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Fig. 4 Number of industrial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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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의 건설재해저감 제도와 재해발생 현황

해외의 소규모 현장의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제도와 법규, 

건설재해 발생추이를 토대로 살펴본 바로는 근로자, 감독자 등

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건설환경을 구축

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일본의 안전위생법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

어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보면 법 위반율이 높은 편이다. 목조

가옥 등의 주택공사 현장이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현장이며, 높은 

강도율, 도수율 및 법 위반율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였다. 

2011년에 건설현장에서 22,000명의 부상자 발생과 621명이 사

망한 국내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10년도에 

재해발생에 따른 사상자는 건설업 분야의 16,143 수준에 있으

며, 추락 (5,408), 전도 (1,457), 낙하물에 의한 사고건수가 1,672

이며 이중 60 % 이상이 건축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 재

해로 인한 사망자수 1,195인 중에서 건설업분야가 365인에 불

과하였다. 이러한 통계수치가 2009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

는 상황을 보이는 데, 이는 재해예방사업 시행의 효과와 시스템

비계를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Photo 1, Photo 

2에서 보인 것처럼 안전시설 확보 및 감독자의 안전관리 의지뿐

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공사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성과

라고 생각된다. Photo 1에서 보면 철구조 또는 목구조 시공단계

에 앞서서 시스템비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을 이동하기 위

해서 안전한 이동통로인 사다리가 비계 외부에 적절히 설치되어 

있고 이동시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장치를 곳곳

에 준비하고 있다. Photo 3은 국내 소규모 현장의 보편적인 비

계설치 모습이며, 근로자들은 내부의 불안전한 통로나 비계를 이

용하여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해 다양

한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 사업 중 저층주택 건축 공사 

안전대책에서는 비계 선행공법, 비계 조립 작업 시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시행했으며, 재해율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8년부터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에 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예방사업을 포

함한 전문공사업자 안전관리활동 촉진 사업, 목조가옥등 저층주

택 건축공사 안전대책 추진모델 사업, 중소종합공사업자 지도력 

향상 사업을 통하여 정보자료의 제공, 교육실시, 비계선행공법의 

지원, 안전패트롤의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이 성과를 얻고 있다 

(KOSHA, 2012). 이러한 성과는 사업장 단위의 산업안전 시스템

이 잘 정착되어 있고 안전관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크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Photo 2 Maintenance work for sidewalk (front of UENO 
station in Japan)

Photo 3 Small house construction applied with pipe scaf-
folding method in Korea

영국의 경우에는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제

정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Health and Safety in Small 

Firms>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일회성 캠

페인을 병행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High 5 Campaign이나 

10-thing must 등의 행동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는 OSHA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30년 이상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자는 50 %, 산업재해와 직업

병은 40 % 감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의 비밀이 보장되

고 벌금 및 소환이 없는 On-site Consultation (현장에서의 상

담)이 중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많은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이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독일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지도 ․감독하게 되는데 법 

위반 시 작업 중지 명령이나 벌금 등이 내리는 방법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1998년에 시작된 OPPBTP는 기술 조언자를 현

장에 파견하여 사업장의 위험 평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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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사업장에 맞는 위험 평가방법을 제안, 보조하고 전체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국내 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율을 극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행동실천을 통한 능동적 안

전대책수립과 실행과정을 관계자-감독,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

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로서 작업중지 또는 근로자의 현장출

입금지, 벌금의 부과 등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III.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한 재해저감방안의 도출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국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사망자수의 증가는 건설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 

근로자들의 부주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만의 문제라

는 사회적 인식이 높은데, 이는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

는 “조심 조심 코리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작업환경

의 특수성에 기인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현장 시스템이 

단순히 근로자의 조심활동 만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해질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

된 결과이다. 신동필 등 (2012)은 건설업 분야의 높은 재해율은 

국내 재해예방활동 과정에서 아직 근본적인 위험요인을 찾아 제

거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활동에도 이유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안전관리 업무가 재해사례의 사실관계, 상황 및 원인, 제어 대책

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더

라도 재해감소를 위해서 재해예방 의무 (산안법 등)에 대한 사업

주, 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 등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안전의식의 확산 필요성과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체크리스를 

이용한 조사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현

지 실태조사를 계획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및 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와 실제 현장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

사하였다. 특히 국내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공현장 방문조사를 통

하여 재해발생률과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으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하고 있는지를 조

사, 비교하고자 하였다.

2. 국내의 소규모 건설현장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가. 조사범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역별 공단 팀장 및 현장의 다양한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2012. 5월부터 2012.10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

재보험 성립신고서 자료를 토대로 공사금액과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하여 방문 현장을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공사감독, 현장소

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현장 조사과정으

로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조치들의 이행 여부, 수행과정

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수요, 공사감독이 느끼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 건설재해에 대한 안전의식과 재해감소를 위해서 스스로 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공단팀

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13문항과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21문

항의 설문지가 개발되었으며, 조사결과는 각 건설현장을 직접 방

문하고 인터뷰를 실시한 부분과 우편조사를 병행하면서 현장의 

안전의식과 안전시설 설치 등을 평가하였다.

나. 분석 및 고찰

현장실태 조사에 참여한 현장의 경우는 대부분 안전시설과 작

업과정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건축현장과 토목현장으로 선정되

었다. 그중에서 건축현장의 경우는 74 %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

설로 선정되었으며, 일반 토목구조물 현장으로 도로, 교량, 기타 

토목현장이 88 %로 응답하였다.

Fig. 7을 보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의식은 공사현장을 

소개하고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표지판

을 부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된다. 현장에서의 사소한 

문제의 발생방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을 갖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현장 중에서 51 %에 달하고 있음

Fig. 5 Sit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ig. 6 Work classification participated in the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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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atus of an establishing authorized signs

Fig. 8 Status of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을 볼 수 있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임의로 부착여부에 대해서 

자율적인 곳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를 필수 요

소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미부착에 따른 행정적인 불이

익에 상관없이 현장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2010년 건설현장의 발생형태별 사고다발 순위는 추락 (32.7 

%), 충돌 및 접촉 (22.5 %), 전도와 전복 (9.8 %) 순서로 높게 

나오고 있으며, 추락의 주요 위치를 보면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25.6 %), 대들보나 철골 등 (17.1 %), 운송수단 및 기계 등 

(16.6 %)의 작업장이다. 이러한 사고유발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

들은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비, 보호장구 착용이 생활화 

되어 있는 대형현장의 근로자를 과는 다르게 안전보호구 지급 

(70 %), 안전화 지급 (82 %) 하였음에도 안전모, 안전대를 미착

용한 곳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전모의 미착용실

태는 매우 심각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추락, 충돌 및 

접촉 등의 사고가 유발되는 곳을 회피할 수 있게 하거나 방호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요소들의 설치요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현

장의 실태는 Fig. 9와 같이 여전히 과반 이상의 현장에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접근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통로가 없

는 경우가 많았으며, 접근로의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을 방지하는 

방호선반이 없거나 (55 % 이상), 통로바닥에 자재가 방치되거나 

통로자체가 없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들은 비계, 

동바리와 같은 가설구조물의 경우 외줄비계사용, 밑둥잡이 미설

치, 안전난간의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Fig. 9 Ensure the safety for passage of workers

Fig. 10 Ensure safe installation of scaffolding and well- 
equipped temporary elements

FIg. 11 Status of an openings installation

Fig. 12 Status of a safety r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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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Whether to create and install the horizontal tail unit 
and assembly for the vertical column

Fig. 14 Mobile cranes operating environment

채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비계작업 중 또는 내부 이동 중에 추락의 

원인이 되는 개구부의 경우 안전설비 역시 상당히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덮개, 안전난간의 미

설치가 20～30 %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 중 붕괴사고는 시공하

중을 견뎌주는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부족하거나 이

를 검토한 조립설계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장의 동바리 조립과정을 감독하는 관리자도 동바리 조립도 

존재유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동바리의 안전설계를 위해 필수적인 수평연결재 설치, 수평

연결재 고정 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에 달하는 현

장에 실제 동바리 조립도가 없이 경험적이고 경사재 등을 사용

하고 있었으며, 동바리 수평 연결재이음 과정에서 클램프를 사

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보다는 철선으로 단순고정을 실시한 경우

도 절반에 이르렀다 (Fig. 13).

소규모 현장의 경우 작업하중 및 자재의 이동을 위해서 필수적

으로 크레인의 도움을 받는다. 장비의 사용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으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측면에서 신호수 또는 경비원 등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작업자가 

Fig. 15 Whether a competent on-site manager resident

Fig. 16 Whether health and safety training

직접 수신호에 의한 작업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인명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 후진작업시의 경우 경보음 발

생은 여전히 23 % 정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14).

건설현장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감

독하기 위하여 공사규모와 공사비기준으로 현장소장이나 현장관

리자가 상주하게 되어 있다. 3억 이상과 20억 이상의 현장에 대

해서 서로 다른 수준의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소장이 2곳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25 %에 

달하고 있었으며, 소장의 현장체류 또는 상주하는 경우는 73 %

밖에 되지 않았다 (Fig. 15).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신규채용시의 안

전교육 이행여부를 보면, 신규채용시 50 % 가깝게 실시하고 있

으며, 월 1회 2시간 정도를 참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효

과에 대한 사후 진단과정이 부족하여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어

려운 실정이다 (Fig. 16).

3. 잠재적인 사고방지를 위한 재해예방 대책안

가. 현장 감독자의 역할

건설현장의 감독은 조직의 리더역할에 해당한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 있어서는 안전관리활동의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상황에서보면 근로자는 직무중심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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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중심형의 리더형 감독의 지시보다는 작업반장에게 더 의

존적일 수 밖에 없는 계약과 고용 체계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규

모 현장에서는 현장감독자가 품질, 공정, 원가, 안전관리를 종합

하기 때문에 발주자는 현장감독자와의 계약체결시 현장관리에 관

한 직무능력과 근로자의 관리 측면을 고려한 인감중심형 리더쉽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감독자의 재해예방 능

력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에 배치되는 즉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

시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재해발생 요인과 억제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나. 현장 근로자의 의식 및 능동적 참여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규모 현장에서의 사고유형

이 고질적인 재해형 반복사고임을 고려할 때 현장에 상주하는 

감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감독의 눈이 항상 근로

자와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감독, 기술지도원의 

지도 및 지적 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능동적 참여의식이 필요

하다. 

근로자의 애로사항 중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전모 착용문제

를 보면 역할과 편의성에서도 동일한 안전모를 대형 건설현장의 

근로자나 소규모 건설현장이라 하더라도 Photo 4에서와 같이 정

규직원의 경우에는 상시착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계약

Photo 4 Temporary workers didn't wear safety helmets in 
Korea

Photo 5 Housing construction by scaffolding preceding 
method (Tokyo Nikanogu Kamisaginomia 1 Jome)

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까지는 착용하였으나 현장 내부의 재해유발 근로

현장에서 조차도 벗어두고 방치한 상태로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다. 시스템적 안전장치 확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

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사금액 구분에 따라서 현장

지도와 기술지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해요인의 감소, 즉, 

재해유발 요인에 의한 재해위험 제거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부

족한 실정이다. Photo 4과 Photo 5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가 작

업하는 환경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스템비계를 사

용하여 비계선행공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층간

을 이동 할 수 있는 발판과 사다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

다. Photo 4.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내 근로환경에서는 작업자가 

이동 중에 상부의 비계 요소에 의한 충돌, 강관위의 이동중 미끄

러짐 등의 원인으로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상존하

고 있다. 현장감독자나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사다리, 통로의 작

업발판 등의 설치가 공사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공사비의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초적인 안전설비를 완비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항상 조심해야하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

기 때문에 공사비에 이러한 기초안전설비 비용이 합리적으로 포

함된다면 보다 더 근로자의 안전에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건설공사 작업환경에서는 감독자가 근로자 개인

이 어떤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두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비계 사용이 활성화 되더라도 여기서 제공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요

소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능동적인 근로자의 참여의식 

속에서 Che 등 (2009)이 제안한 바와 같이 안전모, 안전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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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등에 부착된 근거리 인식센서를 이용한다면 근로자의 위치

가 공사현장의 3차원 공간에 나타나도록 하는 환경을 통하여 실

시간으로 감독관이 근로자가 위험한 재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정보를 근거로 근로자

는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경보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공사시행계

획 수립 단계에서 이러한 재해요인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감독관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설계, 시공계획서 작성에 포함시

키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중 ․소형 건설현장의 재해저감방안 도출을 위하여 

현장감독 및 근로자, 지술지도 팀장을 대상으로 현행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안전관리 실태와 

향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유효한 재해요인과 사고의 인과관

계를 기반으로 한 재해저감방안,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안전확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근로

자의 안전의식일 것이다.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규모 건설현장 일

수록 안전보호구 상시 착용율이 낮다. 이는 안전모 등의 보급률

이 낮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착용하려는 의지 제

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감독자가 현장의 리더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고, 그 이후에는 강력한 집행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서의 재해저감을 위해서 정부 및 공단이 주도적으로 기술지도 

사업, 민간기관 국고지원사업, 건설안전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안

전보건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미준수 현장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부처의 근로감독관 관할구

역을 제안하고 각 구역별로 개선사항 및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

으로 추진 방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3. 근로자가 항상 조심하더라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중대재해 

요인에 노출될 경우가 발생한다. 안전장구에 부착된 근거리 센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환경 내에서는 항상 감독자의 감독을 받

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안전장구의 착용을 소홀히 할 수 없도

록 하고, 이 안전장구 미착용시 현장에 출입을 금지하여 실질적

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4. 현재의 가설공법을 시스템비계로 개선하고, 선행공법을 적

용할 때 설치가 용이한 작업공간, 안전한 작업공간의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공법을 

제도적으로 표준화하여 근로자 스스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5.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작 단계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방

안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인허가 및 착공 시 제출하는 서류에 신진국처

럼 설계가 시작된 순간부터 안전시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불량현장에 대한 신고확대와 엄격한 

법 집행이 따른다면 소규모 건설재해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

며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의식수준과 실제 안

전보건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가 직접 설문에 참여한 공공 및 민

간 발주처, 시공, 감독기관, 근로자 등의 모든 그룹별로 평가, 관

리되어 재해율 저감에 그룹별 인센티브확대와 같은 제도지원이 

따른다면 보다 빨리 선진국 수준의 재해예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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