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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difference among construction work participants for the assign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sponsibility to a client by survey. Recently, there were some studies for the client's responsibility and duty and they 
suggested the client-initiativ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To supplement the existed 
studies, this study surveyed various construction participants such as clients, safety managers, construction managers, supervisors, 
others. The clients and construction managers considered the contractor as most important person to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but 
the safety managers and supervisors considered the client. For the opinion that the assign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duty 
to a client is helpful, safety managers were agreed with the most. However, the clients showed the lowest agreement. The reasons that the 
negative opinion for the assignment of client's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were different between clients and other construction 
parties. Since, clients showed large difference to other construction participants for the recognition of works' safety and health, the 
education about the work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hould be continuously performed for clients to have correct recognition for 
works'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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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도급사업 시

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

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도록 제

시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사업

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건설업에는 시공사를 사업주의 의미로 판단할 수 있으

며 공사 발주자에 대한 책임은 명시되지 않아 발주자

의 책임 한계를 묻기는 어렵다. 즉, 국내 건설공사 현

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현행법상 도급

자인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는 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에게는 책

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그 동안 안전보건관리 주체로 인식되

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건설공사 참여자인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홍성호와 이승현1)

은 건설사고의 원인분석, 선진 외국의 안전관리제도 

동향분석 및 모범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시공자 선도

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서 안전관리 사이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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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주자 선도의 총체적 안전관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홍섭2)은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된 발주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근거로 발주자에 대

한 법적 안전책임의 부여를 통해 발주자 주도의 안전

관리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안홍섭3)은 건설 재해 

예방에 선도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는 영국의 CDM 제
도에 내재된 메카니즘을 분석하였으며, 발주자에게 안

전책무를 부여하고 발주자 선임의 안전전문가를 통한 

발주자의 안전역량 확보와 제 3자 감시원칙의 구현 등

의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를 제안하였다. 
심규범과 문지선4)은 문헌조사와 안전관리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건설현장 안전

의 주요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패러다임의 전환

을 주장하였다.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현장

의 모든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과 사기진작이 필요하

며, 특히 상위 단계에서의 오류는 하위 단계에서 치유

하기 어려우므로 상위에 해당하는 발주자의 역할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성호와 박남권5)은 설문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인식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규정하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정훈 등6)은 

건설공사 관련 규정, 국내⋅외 사례 및 기존 연구 등을 

분석하여 발주자 주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의 대형 건설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건설공

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

무 등이 고시될 예정으로(시행 2016.5.19.), 사업계획, 
설계단계, 공사단계 등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 있어 발

주자의 안전관리가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에서 반영되지 않은 시공 

단계 발주자 업무 역할로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안전관리 업무 지침에 

포함된다면 근로자의 안전⋅보건 측면에서 발전된 지

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도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에 대

한 적정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발주자 선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도입

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다만, 발주자 주도의 안전

보건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설문 조사는 

주로 안전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발주자를 포함

한 다양한 공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이

해 당사자인 발주자의 참여 표본수가 적은 한계가 존

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안전보건관

리 책무 부여를 위한 사전 연구로 다양한 공사 참여자

들을 설문조사에 참여시켜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필요

성에 대한 참여자간 인식을 조사하여 발주자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개요

건설공사 참여자별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도

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역할 순서, 발주자

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에 대한 필요성, 
부여 이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기간은 2015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

자는 발주자, 안전관리자, 공사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감리자), 기타로 구성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발주자 173명, 안전관리자 113
명, 시공 등 공사관리자 60명,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7
명, 기타 7명으로 총 380명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경력분포(Table 2)는 발주자의 경우 

발주 경력 평균 10.6년이며,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안전

Fig. 1. Organization of respondents.

Table 1. Respondents’career in construction work(year)

Classification As
client

As manager
of construction

or safety

As
supervisor

Other
career

Client 10.6 0.5 0.1 0.3

Safety
manager 0.7 12.6 0.0 1.6

Construction
manager 0.7 14.1 0.3 0.4

Supervisor 0.2 6.1 13.8 0.1

Others 0 11.4 0.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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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리 경력 12.6년, 공사관리자(안전관리자 제

외)의 경우 공사 관리 경력 14.1년, 감리자의 경우 감리 

경력 13.8년으로 조사되었다.

3.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분석

산재 예방을 위한 공사 관계자들-발주자(client), 시공

자(contractor), 설계자(designer), 감리자(supervisor)-의 

역할이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공사 관계자 중에서 산재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순으로 선택하도록 한 

후 1순위로 응답된 전체 응답 결과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그림으로부터 전체 응답자의 56%가 시공자가 가

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발주자 26%, 설계자 12% 순으로 응답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공사 참여자 분류에 따른 산재 예방 중요도 1순위 

응답 결과를 Fig. 3 ~ Fig. 6에 나타내었다. 발주자 응

답에서는 71.1%의 발주자들이 시공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발주자 11.6%, 설계

자 11.0%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안전관리자 응답의 

경우 발주자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시공자(30.1%), 설계자(23.0%)로 나타났고, 
감리자를 선택한 응답은 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공사관리자 응답을 분석하면, 공
사관리자의 응답이 발주자 응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감리자 응답은 안전관리자 응답과 유사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발주자와 공사관리자들은 시공자

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고, 안전관리자와 감리자들은 

발주자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Fig. 2. Response distribution for 1st important person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Fig. 3. Clients’opinion for 1st important person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Fig. 4. Safety managers’opinion for 1st important person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Fig. 5. Construction managers’opinion for 1st important 

person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Fig. 6. Supervisors’opinion for 1st important person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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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ponse distribution for 2nd important person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Table 2. Results for 2nd important person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according to construction participant

Respondent
2nd selected construction participant

Client Contractor Designer Supervisor

Client 15.0% 14.5% 12.1% 58.4%

S.M.* 31.0% 29.2% 26.5% 13.3%

C.M.** 31.7% 10.0% 23.3% 35.0%

Supervisor 14.8% 29.6% 22.2% 33.3%
* S.M=Safety manager
**C.M=Construction manager(excluding safety manager)

산재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사관계자 2
순위로 응답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감리자가 3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발주자 22%, 
설계자 20%, 시공자 19% 순으로 응답된 것을 알 수 있

다. 공사 참여자 분류에 따라 분석하면(Table 2), 안전

관리자만 발주자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나머지 관

계자인 발주자, 공사관리자, 감리자 모두 감리자의 역

할이 두 번째(2순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 관계자 중에서 산재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3순위와 4순위로 응답된 전체 결과를 Fig. 8
에 나타내었다. 3순위로도 감리자가 32%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발주자 27%, 설계자 26%, 시공자 15% 
순으로 응답하였다. 4순위 응답으로는 설계자가 42%
로 가장 많았으며, 감리자와 발주자는 24%, 시공자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관계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질

문에 대해 전체 응답 결과와 참여자별 결과는 큰 차이

가 없어 전체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

다. 1순위로 응답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1%가 

 

(a) 3rd ranking (b) 4th ranking

Fig. 8. Response distribution for 3rd and 4th important 

persons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Table 3. Results for practically performing pers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t site

Rank
Selected construction participant

Client Contractor Designer Supervisor

1st rank 10% 81% 2% 7%

2nd rank 23% 9% 8% 60%

3rd rank 48% 7% 19% 26%

4th rank 19% 4% 70% 7%

시공자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발주자 10%, 감리자 8%, 설계자 

2%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된 공사관계자에 대

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감리자를 선택하였으며,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순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3순위로 응답된 결과에서는 발주자가 가장 높게 나

왔으며, 4순위로는 설계자로 나타났다. 즉, 현장에서 실

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시공자, 감
리자, 발주자, 설계자 순으로 응답되었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

는 것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설문을 5
점 likert 척도로 실시했으며, 응답 결과를 Fig. 9 ~ Fig. 
13에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전체 결과는 Fig. 9와 같으

며, 평균 점수는 3.713(표준 편차 1.238)이며, 매우 도움

이 된다는 의견이 35.1%,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24.7%, 보통이다 의견이 23.9%이며, 부정적 의견들은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

는 것에 대해(Fig. 10) 발주자들은 보통이다란 의견을 

34.7%로 가장 많이 나타냈으며, 약간 도움이 된다가 

28.2%, 약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4%, 매우 도움이 된다 11.8%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의 응답 평균은 3.141
(표준 편차 1.168)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보다 많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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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ponse for assigning safety and healthy management 
duty to clients (all respondents).

Fig. 10. Response for assigning safety and healthy management 
duty to clients (client’s opinion).

Fig. 11. Response for assigning safety and healthy management 
duty to clients (safety manager’s opinion).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안전관리자 응답을 분석하면(Fig. 11), 매우 도움이 

된다가 63.4%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도움

이 된다가 17.9%, 보통이다 11.6%로 나타났다. 부정적 

의견인 약간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각각 5.4%와 1.8%로 낮게 나타났다. 안전관

리자 응답의 평균은 4.357(표준 편차 1.003)로 전체 응

답자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공사관리자 응답에서는(Fig. 12) 약간 도움이 된다 

Fig. 12. Response for assigning safety and healthy management 
duty to clients (construction manager’s opinion).

Fig. 13. Response for assigning safety and healthy management 
duty to clients (supervisor’s opinion).

Fig. 14. Reason that assignment of role and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client is helpful (all 

respondents).

33.3%, 매우 도움이 된다 31.7%, 보통이다 21.7% 순으

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750(표준 편차 1.202)로 분석

되었다. 감리자 응답(Fig. 13)은 안전관리자 응답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응답 평균은 4.222(표준 편차 

1.013)로 분석되었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

는 것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안전관리자, 
감리자, 공사관리자, 발주자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 당사자인 발주자의 경우 효과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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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son that assignment of role and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client is helpful (according 

to construction participant)

Respondent
Selected reason(EA)

① ② ③ ④ ⑤

Client 95 17 57 36 5

Safety manager 97 31 37 38 4

Construction manager 46 8 13 13 3

Supervisor 21 4 6 6 0

① Clients have strong influence on determining construction environments 
such as construction period and cost, since they are located on the top 
of decision-making system. 

② Since the whol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an be planned, each 
contractor can be only concentrated on performing the planned 
construction process.

③ The culture that the safety and health comes first can be achieved by 
the consciousness enhancement of construction participants for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④ Client will put safety and health first priority in construction process 
and manage throughly the construction site without accidents.

⑤ Other reasons.

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자와 안전관

리자의 응답평균의 차이는 1.216점으로 5점 척도 기준

에서는 발주자와 안전관리자 사이의 발주자 안전⋅보

건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

는 것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중
복 선택, Fig. 14) “발주자는 의사결정의 최상위에 위치

하므로 공사기간, 공사비 등 공사전반에 관련된 작업

환경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크다”란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 공사 관계자의 안전⋅보건관

리 의식 향상으로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하는 현장문

화 조성이 가능하다.”, “발주자가 안전⋅보건을 최우선

시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

이다.”가 선택되었다. 공사 관계자별 응답도 전체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4). 
발주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

는 것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전

체 응답자 결과를 살펴보면(중복 선택, Fig. 15), “인건

비와 경비 등의 금액이 투입되므로 실질적인 안전⋅보

건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문서상의 안전⋅보건관리를 

할 것이다.”, “발주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 “발주자의 업무 가중으로 안전⋅보건관리

가 형식적으로 될 것이다.”,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만 과중될 것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관계자별 응답을 보면(Table 5), 발주자만의 응

답에서는 “발주자의 업무 가중으로 안전⋅보건관리가 

형식적으로 될 것이다.”, “인건비와 경비 등의 금액이 

투입되므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지 않

Fig. 15. Reason that assignment of role and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client is not helpful (all 

respondents).

Table 5. Reason that assignment of role and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client is not helpful 

(according to construction participant)

Respondent
Selected reason(EA)

① ② ③ ④ ⑤ ⑥

Client 29 62 31 17 74 12

Safety manager 44 29 34 10 15 5

Construction manager 18 19 21 9 7 1

Supervisor 9 6 4 4 2 0

① Client is lack of special knowledge related with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②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an be operated on paper without 
performing the actual management since it necessary pays the costs 
such as labor costs and overhead charges.

③ The contractor's work for safety and health at site will be overburdened.
④ The conflict of opinion between a client and contractors will be 

frequently occurred and it will have bad influence.
⑤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will be performed on formality 

since the work of a client is overburdened.
⑥ Other reasons.

고, 문서상의 안전⋅보건관리를 할 것이다.”순서로 주

로 선택되었다. 안전관리자 응답에서는 “발주자의 안

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 “시공자의 안

전⋅보건관리 업무만 과중될 것이다.”순으로 선택되었

으며, 공사관리자 응답에서는 “시공자의 안전⋅보건관

리 업무만 과중될 것이다.”, “인건비와 경비 등의 금액

이 투입되므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문서상의 안전⋅보건관리를 할 것이다.”, “발주

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의 이

유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감리자 응답에서는 “발주자

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의 이유

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따라서 참여 주체의 상황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보

건관리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에 대한 시각의 차

이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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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eason for indifference to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t site as a client.

Fig. 17. Response for client’s active participation to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at site where respondents are working 

as a contractor.

Fig. 18. Response for client’s active participation to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at site where respondents are working 

as a supervisor.

⋅보건과 관련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발주자와 안전관

리자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므로 발주자가 생각하는 안

전⋅보건관리에 대한 지식 및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

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주자를 대상

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시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주자를 대상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무관심하거나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

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이유를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으

며, 결과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발주자가 선택한 주

된 이유는 “다른 업무에 바빠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

는 점”과 “진급,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없기 때문”, “안
전⋅보건 관련 지식 부족” 순서로 조사되었다.

현장 근무 중인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

자)를 대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Fig. 17 ~ Fig. 18에 나타내었다. 
현장 근무 시공자인 경우, 발주자의 산재 예방 참여 유

무는 매우 낮은 것으로(평균 3.144, 표준 편차 1.299) 
응답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도 낮은 응

답 평균(평균 3.111, 표준 편차 1.188)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현재 현장에서 발주자들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 

참여도는 아직도 적극적이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사 참여자들을 설문조사에 

참여시켜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

간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재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1순위 

공사 관계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발주자와 공

사관리자들은 시공자를, 안전관리자와 감리자들은 발

주자를 가장 중요한 공사 관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발주자들의 71.1%는 시공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안전관리자

들의 46.0%가 발주자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공사관리

자의 응답은 발주자 응답과 유사하였으며, 감리자 응

답은 안전관리자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2. 발주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역할을 부여

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안전관리

자, 감리자, 공사관리자, 발주자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해 당사자인 발주자의 경우 효과를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자와 안전

관리자의 5점 척도의 응답평균 차이는 1.216점으로 발

주자와 안전관리자 사이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필

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공사 관계자의 상황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보건

관리 도입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

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

⋅보건과 관련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발주자와 안전관

리자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므로 발주자가 생각하는 안

전⋅보건관리에 대한 지식 및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

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발주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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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공사단계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가 

고시될 예정이다. 다만 발주자의 범위에 민간공사 발

주자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건설공사의 60% 이상을 차

지하는 민간공사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역할을 규정

하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및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 단

계 발주자 역할로 그 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근로자의 

안전⋅보건 측면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

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간 인식을 분석하였다. 산재예방의 원인과 발주

자 안전보건관리 필요성에 대해 발주자와 기타 참여자

간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산재예방의 정

의 및 원인, 그리고 산재예방 방법이 각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각 주체별 상황에 따른 산재예방의 정의 및 범위

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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