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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증가추세이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

규모가 큰 공사현장보다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근생시설 등 규모가 작은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실제 사업장 규모별

로 보면 전체 재해의 81.6%, 대부분이 120억원미만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됐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

택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업체의 안전관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효시적으로 안전경영모델을 표준화시

켜 적용했으며, 소규모 주택업체가 표준화된 안전경영모델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여 무재해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핵심용어 다세대주택, 소규모 주택업체, 안전경영, 표준화 모델, 무재해

ABSTRACT Notwithstanding industrial accident decrease generally, Construction industry is on the rise recently. Most accident

occurs in the small scale like as multiflex housing, remod eling, neighbourhood facility more than safety supervisor appointed large

scale construction site. By the size of business place, 81.6% of total accident occurs mostly in small scale site that is bellow 120

billion won and 50 manpower. This paper aimed that small scale housing company achieve a zero hazard practising and

understanding the safety adminstration standar d model easily and it applied firstly after investigating the operation condi-

tion of construction site safety control in small scale company propelling the complex style multiflex housing business. 

KEYWORDS Multiflex housing, Small scale housing company, Safety adminstration, Standard model, Zero hazard

1. 서 론

최근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증가추세이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수는 90,129

명이고 그 중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고로 재해를 당한 근

로자는 25,132명으로 전체 재해자수의 28%를 차지하고 있

으며, 사망자 수는 493명이나 된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서

울지역의 건설현장에서 3월말까지 벌써 819명의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그 중 19명이 사망하였다. 

실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전체 재해의 81.6%, 즉 대부

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됐다. 이러한 사고

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 규모가 큰 공사

현장보다는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근생시설공사 등

규모가 작은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사고원인은 기본적 설치의무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대 미설치, 안전방망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조치 등이 주원인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인화물질 근처

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사고로 인한 질식사고, 작업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특화한 소규모 주택업체의 안

전관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효시적으로 안전경

영모델을 설정하고 표준화시켜 적용했다. 안전경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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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본이론, 안전관리 운영실태 분석, 안전경영목

표 설정, 조직구성, 업무분장,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

망체계, 안전관리 기준 및 지침, 안전교육, 점검 및 평가, 포

상 및 징계, 추진일정, 수상에 이르기까지 안전경영모델을

PDCA(Plan-Do-Check-Action)관리기법1)으로 접근했다.

2. 최근 산업재해의 동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03-09)에 따르면, 2015년 산

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재해율2), 사고사망만인율3)

등 산업재해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재해자 수는 90,129명으로 전년(90,129명)에 비

해 780명, 사고사망자 수는 955명으로 전년(992명)에 비해

37명 각각 감소하였고, 재해율(2014년 0.53%→2015년 0.50%)

및 사고사망만인율(2014년 0.58%→2015년 0.53%)도 전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재해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전체 재해자수 90,129명)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29,734명(33.0%),

제조업 27,011명(30.0%), 건설업 25,132명(27.9%) 순으로,

전년 대비 제조업(△1,638명) 및 기타의 사업(△601명)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건설업(1,463명)은 증가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81.6%(73,549명)가 50인 미만 사업

장에서,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짐 15,632명(17.3%), 떨어짐

14,126명(15.7%), 끼임 13,467명(14.9%), 절단·베임·찔림 8,743

명(9.7%), 업무상 질병 7,919명(8.8%)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사고 사망재해(전체 사고사망자 수 955명)의 경

우에는, 업종별로는 건설업 437명(45.8%), 제조업 251명

(26.3%),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149명(15.6%) 순으로, 전년

대비 제조업(△9명) 및 기타의 사업(△11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3명)은 증가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73.5%(702

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39

명(35.5%), 끼임 121명(12.7%), 교통사고 97명(10.2%), 부

딪힘 96명(10.1%), 깔림·뒤집힘 69명(7.2%)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1%(사망 2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연간 600명 선이던 건설재해 사망자수는 2010년대 들어 500

명 선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중소규모 현장의 건설재

해 사망자수는 당장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안전관리의 이론적 배경

3.1 용어 정의 

3.1.1 안전

안전한 상태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단지, 재해나 사

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

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이란 만들어

지는 상태를 뜻한다. 공장에서는 작업 환경에 대응하여 안

전 칸막이, 안전 통로, 안전 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1)PDCA관리 : 관리활동을 계획에서 시작하여, 실시, 검토, 조치를 거쳐 다시 계획으로 돌아가는 순환사이클이다. P(Plan)는 목표달성 위한 기준 설정, D(Do)는 설

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 C(Check)는 실시한 결과를 측정·분석·비교 및 검토, A(Action)는 검토한 결과를 계획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 
2)재해율 :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3)사고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의 비율 

그림 1.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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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안전경영

사업주가 기업 경영방침에 안전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근로자

가 이를 실천하도록 하며, 경영자가 주기적으로 안전경영

계획에 대한 실행결과를 자체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해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정도를

자체 평가하여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예방투자순위를 결정

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3.1.3 안전관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

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조치를 계

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수뇌부가 직장의 안전에

대해서 리더십(leadership)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특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휘 등을

하는 안전담당자 등의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일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

본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중요 사항

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고, 사업주와 의견을 교환하는 안전

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3.2 무재해운동

3.2.1 무재해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

환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재해로 본다

① 작업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

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② 작업시간외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③ 출근, 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

④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⑤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⑥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⑦ 업무 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

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준비 및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3.2.2 무재해운동의 목적

직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일체 산업재해를 근절

하는 것이며, 4일 이상 중상해뿐만 아니라 아차사고 및 모

든 잠재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제거해야한다.

3.2.3 무재해운동의 3원칙

① 무(Zero)의 원칙 : 비휴업재해는 물론 직장내 모든 위

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해결함으로

써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

② 안전제일의 원칙 : 무재해, 무질병 직장실현의 궁극적

그림 2.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4)

4)하인리히 1:29:300 법칙 :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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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이다.

③ 참여의 원칙 :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각 자의 처지에

서 노력하겠다는 의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실천이다.

3.2.4 무재해운동 추진의 3기둥

①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 철학이며, 무재해·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의지가 필요하다.

② 자율활동의 활성화이며, 직장내 협력 및 자율적 추진

이다.

③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적극 추진이며, 생산활동속에

안전보건을 병합하여 실천한다.

5)3E : Education(교육), Engineering(기술), Enforcement(관리)를 말한다.
6)3S : Seiri(정리), Seiton(정돈), Seiketsu(청결)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영문 캐피털레터(S)를 따온 것이다.

표 2. 중대재해발생시 업무흐름도

3.4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3.3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원리

표 1. 하인리히(W.H. Heinrich)의 재해예방원리

제1단계(안전관리 조직) 제2단계(사실의 발견) 제3단계(분석 및 평가) 제4단계(시정 방법의 선정) 제5단계(시정책의 적용)

·경영층의 참여

·안전관리자의 임명 및 라

인조직 구성

·안전활동 방침 및

 안전계획 수립

·조직을 통한 안전 활동

·사고 및 활동기록 검토

·사고 조사

·각종 안전회의 및 토론회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 순찰

·과거의 기록 검토

·사고 보고서 및 현장 조사 분석

·사고 기록 및 관계자료 분석

·인적, 물적 환경적 조건분석

·작업 공정 분석

·교육 및 훈력 분석

·배치 사항 분석

·안전 수칙 및 작업 표준분석

·보호장비 적부 등의 분석

·기술적 개선

·배치 조정

·교육 및 훈련 개선

·안전 행정의 개선

·규정 및 수칙, 작업 표준 

제도의 개선

·안전 운동의 전개

·3E의 적용5)

·3S의 적용6)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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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지형 다세대신축공사의 안전경영모델

4.1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

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추세에 있다. 1~2인 가구 증

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를 대

응한 다양한 주택유형 보급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부족으

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하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2)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신축규모가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이며,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다.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주

거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

다.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

대 미만의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건축물도 포함한다.

4.2 안전경영의 추진 모델

4.2.1 기업 소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9 창립하여, 자본

금 14억, 매출액 87억, 임직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주력

상품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며, 시행

표 3.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구 분 내 용

주택법 제 2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m2)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1개동 바닥면적 660 m2 초과하고, 층

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 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

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 세대별 독립주거(욕실,부엌 설치)

·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전용 30 m2 이상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 세대별 전용면적 14~50 m2 이하

· 지하층에 설치불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 완화

표 4.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실적

번호 공 사 명 소재지 공사기간 부지규모(평) 세대수 전용면적 비 고

01 둔촌동 446-19,20 다세대 강동구 2015.1.8∼5.28  325 m2 (98평)  18 38∼58 m2 (11∼18평) 2015년 준공

02 천호동 312-3 다세대 강동구 2015.2.5∼6.26  317 m2 (96평)  14 29∼46 m2 (9∼14평) 〃〃

03 암사동 449-22 다세대 강동구 2015.3.6∼8.28  306 m2 (93평)  14 25∼49 m2 (8∼15평) 〃〃

04 암사동 449-24 다세대 강동구 2015.3.6∼8.27  333 m2 (101평)  14 25∼53 m2 (8∼16평) 〃〃

05 암사동 449-23 가동 다세대 강동구 2015.3.18∼8.12  314 m2 (95평)  14 22∼55 m2 (7∼17평) 〃〃

06 암사동 449-23 나동 다세대 강동구 2015.3.18∼8.12  346 m2 (104평)  15 29∼43 m2 (9∼13평) 〃〃

07 천호동 289-51 다세대 강동구 2015.6.13∼10.16  202 m2 (61평)  8 22∼58 m2 (7∼18평) 〃〃

08 천호동 18-68,69 다세대 강동구 2015.7.24∼12.29  262 m2 (79평)  10 26∼42 m2 (8∼13평) 2015년 준공

09 구의동 209-10 다세대 광진구 2015.8.6∼2016.1.19  433 m2 (131평)  12 34∼47 m2 (10∼14평) 2016년 준공

10 천호동 18-67,72 다세대 강동구 2015.8.21∼2016.2.1  237 m2 (72평)  12 18∼36 m2 (5∼11평) 〃〃

11 잠실동 221-5 다세대 송파구 2015.9.25∼2016.3.29  317 m2 (96평)  15 29∼39 m2 (9∼12평) 〃〃

12 천호동 289-43,69 다세대 강동구 2015.10.30∼2016.5.3  284 m2 (86평)  13 26∼48 m2 (8∼15평) 〃〃

13 천호동 312-4 다세대 강동구 2015.11.4∼2016.4.14  318 m2 (96평)  17 22∼42 m2 (7∼13평) 〃〃

14 천호동 336-10 다세대 강동구 2015.11.4∼2016.4.22  218 m2 (66평)  8 33∼50 m2 (10∼15평) 〃〃

15 천호동 333-13,18 다세대 강동구 2015.11.7∼2016.4.18  250 m2 (76평)  10 36∼51 m2 (11∼15평) 〃〃

16 암사동 491-34 A동 다세대 강동구 2015.11.26∼2016.6.29  365 m2 (110평)  15 22∼43 m2 (7∼13평) 〃〃

17 암사동 491-34 B동 다세대 강동구 2015.11.26∼2016.6.29  249 m2 (75평)  10 44 m2 (13평) 〃〃

18 개포동 1195-8 다세대 강남구 2016.3.21∼2016.9.25  265 m2 (80평)  10 33∼55 m2 (10∼17평) 〃〃

19 개포동 1195-14 다세대 강남구 2016.3.21∼2016.9.25  265 m2 (80평)  12 27∼51 m2 (8∼15평) 〃〃

20 양재동 335-5,6 다세대 서초구 2016.6.7∼2016.11.10  344 m2 (104평)  13 29∼57 m2 (8∼17평) 2016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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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공하는 주택전문업체이다.

4.2.2 단지형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의 특징

강동구를 중심으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까지 주로 노

후화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후

신축한다. 부지규모는 60~130평이며, 1층은 주차장·2~6층은

다세대주택이며, 8~16세대로 구성되어있다. 설계 및 인허

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공사기간은 4~6개월이 소요된다.

정방형 평면배치설계이며, 외벽은 석재나 조적재로 마감

한다. 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한 하도급방

식이 아닌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공사부지가 협

소하여 현장사무실은 운영하지 않으며, 현장소장이 2~3개

현장을 겸직하고 작업반장이 현장별로 상주하여 관리한다.

도심지 주거지역이면도로에 근접한 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분진·통행지장 등 주변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공기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분

석한 대상현장은 아래 표와 같다.

4.2.3 안전관리 운영실태 분석

사례기업의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을 실제 대상으로

했으며, 2개 현장 소장으로 직접 근무하며 경험한 내용과

10개 현장의 소장과 방문면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 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표와 같으며, 특히 아래

표의 5,6항은 대외기관 특별점검이나 안전관리 기술지도

방문 지도 시 중점적으로 지적하거나 권장하는 항목

이다.

4.3 단계별 안전경영의 업무표준화 추진

4.3.1 안전경영 목표 설정

법인 설립 후, 경영방침은「상생(相生)」으로 정하고, 경

영비젼을 「새로운 주거문화의 시작, 명품 도시주택 건설」

으로 선정하였다. 경영비전 선포 후, 2016년 안전경영 목표를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4.3.2 안전관리 조직구성

표 6. 안전관리 조직

4.3.3 안전관리 업무분장

업무분장은 종업원 개인에게 각자의 일을 맡기는 것으

로, 어떠한 업무를 체계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람들에

게 할당하는 것으로서 조직 내의 인력 및 자원의 효과적 활

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다. 이는 임직원들의 책임과 권

 

표 5. 사례기업의 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표

항 목 해당유무 분 석 내 용

1. 안전경영목표 설정 X 잘 몰라서 설정하지 못한다.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
공사팀이 라인조직인데, 업무량이 과다하고 관심이 부족하며 방법과 역할을 잘 

모 fms다

3. 안전관리 내부기준 및 지침 X 내부기준이나 지침은 없으며, 구두로 지시만 한다.

4. 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X 경영진, 관리자, 작업자 모두 인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착용하지 않는다.

5. 안전시설물

ㅇ도난방지시설 X 현장내부에 보관창고도 없으며, 그냥 방치되고 있다.

ㅇ화재예방시설 ○ 임의로 현장에 1~2대 소화기 비치하며, 점검표 미부착 운영

ㅇ낙하물 방지판 ○ 주출입구 상부에 가설재 거푸집이나 합판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다.

ㅇ안전난간 △ 내부계단에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ㅇ개구부 덮개 △
스라브 자재반출구에 거푸집을 설치한다(단, 별도의 미끄럼방지 장치나 주의표

지는 없음).

ㅇ안전경고문 △ 내부 계단난간,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일부 설치한다.

ㅇ안전포스터 X 정부산하기관 지도점검 방문 시 지급한 포스터만 형식적으로 부착한다.

6. 정리정돈 및 청소 △ 현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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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4.3.4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체계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연락처를 기재한 서식이다. 

1)회사연락처 : 대표전화 : 4290-0000 (서울 강동구 성내

로 000)

2)유관기관

○소방방재청 : 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 응급의료·병

원정보

○고용노동부 지청관할지역 

강남지청(강남), 동부지청(강동, 송파, 광진, 성동), 서부지청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남부지청(영등포, 강서, 양천), 북부지

청(성북, 중량, 노원, 강북, 도봉), 관악지청(구로, 금천, 동작,

관악)

3) 재해발생시 대응업무체계 및 현장교육

재해 발생시 초기 조치사항이 중요하므로 현장관리자들

이 안전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업무 흐름도를 매

뉴얼화시켰으며, 정기적으로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현장교

육(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한다.

표 10.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업무체계

4.3.5 안전관리 기준 및 지침 

기준이라 함은 평균적인 수준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

회적·실천적으로 바람직한 성질이나 수준을 가리킬때는

표준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며, 기본이 되는 표준을 말

한다. 지침이라 함은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에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목적

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지침에는 업무 실시

의 방법, 관리,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1) 안전보호구

안전보호구는 작업자 개인이 신체에 직접 착용하며, 각

종 물리적·기계적·화학적 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

는 것이다. 보호구를 착용하여도 결함이 있거나 올바르게

사용치 못하면 유해요인에 폭로되므로 사용자가 보호구의

성능과 손질방법, 착용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보

유해야 한다. 

표 7. 안전관리 업무분장표

부 서 업 무 내 용

공사팀

○현장 안전보건관리 상시활동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
○재해발생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재해발생시 내부보고

공무팀

○안전경영 계획 수립 및 평가
○안전관리비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작성
○안전경고문·안전포스터·안전현수막의 구입, 제작  

및 배포
○재해예방 기술지도업체 선정, 계약, 기성지급 및 관리
○안전관리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중대재해발생시 고용노동부 신고

경영지원팀

○재해관련 보험 가입 및 유지
○중대재해발생시 사후 수습
○보상비, 위로금 지급 등

표 8. 비상연락망

본 사 현 장

○○○ 대표이사 (HP:010-9428-3000) ○○○ 반장 (HP:011-303-8000 )

○○○ 건설본부장 (HP:010-2952-7000) ○○○ 반장 (HP:010-9191-7000)

○○○ 경영지원본부장 (HP:010-4710-3000) ○○○ 반장 (HP:010-3232-8000)

공사팀 : ○○○ 팀장 (HP:010-3696-7000) ○○○ 반장 (HP:010-6556-5000)

공사팀 : ○○○ 소장 (HP:010-5238-1000) ○○○ 반장 (HP:010-9960-8000)

공사팀 : ○○○ 소장 (HP:010-5315-0000) ○○○ 반장 (HP:010-6618-4000)

공무팀 : ○○○ 팀장 (HP:010-8932-6000) ○○○ 반장 (HP:010-5309-0000)

표 9. 중대재해 발생시 유관기관 매트릭스

지정 변호사

(☎0000-0000)

소방방재청

(국번없이 119 신고)

대형종합병원 응급실

( 현장에 가장 근접한 병원 )

경찰서

(국번없이 112 신고)
재해발생 현장

해당구청 건축과

(☎0000-0000)

지정 노무사

(☎0000-0000)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국번없이 1350 )

지정 산재병원

( 현장에 가장 근점한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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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물

 3) 안전관리시설 표준도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은 추락,

낙하에 의한 방지시설에 중점을 두어서 표준도면을 작성

하여 비치한다.

4.3.6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담당하고 있는 작업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의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에 있어서 실

제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본래 인간은 자

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대처하는것이므로 안전

관리측면에서 종업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

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를 바람직한 본연의 자세로 개선

표 11. 안전보호구 기준 및 지침

항 목 기 준 및 지 침

작업복 

○작업할때 입는 옷으로, 편리성·착용성·통풍성을 고려

하여 제작한다.
○현장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작업복은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로 구분하여, 년1회 

개인당 2벌씩 지급한다.

안전모 

○현장관리자를 포함하여, 임직원이 현장방문시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현장소장은 착공과 동시에 안전모 거치대를 임의로 설

치하여 안전모를 20개이상 상시 비치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현장출입을 금지하며, 안전모를 미

착용한 관리자 3회 이상 적발 시 경고조치 및 시말서

를 징구하며, 미착용한 작업자 3회 이상적발시 대표자

에게 구두 통보한 후 출입을 금지 시킨다.
○전문업체는 계약 시 책정된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며,

직영하도급업체는 현장예산에서 현장소장의 판단 하

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모 착용기간은 착공 후 외부 비계 철거와 내부 미

장작업 완료시까지만 적용하되, 이외의 고소작업 시

는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착용토록 조치해야 한다.
○안전모의 품질은 KS규격에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해

야 한다.

안전화

○안전화 착용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업체는 계약시 책정된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며,

직영하도급 업체는 현장예산에서 현장소장의 판단하

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화의 품질은 KS규격에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해

야 한다.

안전대

○외부 비계 작업시와 외벽마감(석재,조적 등)작업시 의

무 착용해야 한다(단, 기타 고소 작업시는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착용토록 조치함).
○전문업체는 계약시 책정된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며,

직영하도급업체는 현장예산에서 현장소장의 판단하

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소장은 현장내 안전대(안전그네식)를 4개 이상 필
히 비치해야 한다.

○안전대의 품질은 KS규격에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해

야 한다.

기타

○분진 작업 시(예:청소,석재가공,도장,인테리어 등) 작

업자에게 분진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현장소장은 분진마스크를 20개 이상 현장에 상시 비치

하여 필요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1회

용품 사용을 권장함)
○분진마스크의 품질은 KS규격에 통과한 제품만을 사

용해야 한다.

표 12. 안전시설물 기준 및 지침

항 목 기 준 및 지 침

도난방지

시설

규모와 크기는 무관하게 현장에 간이 창고나 공구함(캐

비넷형 권장)을 제작하여 시건장치를 부착해 놓으며 공

사완료 후 폐기물 처리한다.

화재예방

시설

○격 층 엘리베이터 좌·우측 벽면 하단에 분말소화기

(ABC형) 1대 이상 비치한다.
○소화기 보관대위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상부

에는 소화기안내표지판을 부착 한다.
○소화기에 점검표를 부착한 후 사용하며, 점검일자와 

점검결과를 필히 기재해 관리 토록 한다.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소화약제의 혼합을 위하여 아

래위로 10회 이상 흔든 후제 위치에 비치한다.

낙하물방

지판

○장비와 작업자가 출입하는 수평비계 첫 번째 상단에 

설치한다.
○출입하는 수직비계 전체 폭에 걸쳐 설치한다.
○재료는 신재나 고재 합판(두께 8.5 mm이상)을 사용

하여 수평비계에 철사(굵기 10번 이상)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긴결하게 고정시킨다.
○설치 후에도 상단에 낙하물이 존치되지 않도록 수시

로 청소해야 한다.

안전난간

(거실 창

문부)

○골조공사 기간 중에는 거실 베란다 창문부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강관서포트(일명:삿보도)를 수

평방향으로 뉘여 바닥슬라브에서 1.2 m 높이에 1단

만 내벽 측면 간에 설치한다.
○강관서포트 설치 시 내벽측면에 큰크리트 못을 박고 

난 후 강관서포트를 거치하여 횡방향 충격하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강관서포트 설치가 완료되면 추락주의 안전표지판 

1개 이상을 강관서포트에 부착 한다.

안전난간

(계단부, 

발코

니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준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설치할 수 있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

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

야 한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

둥으로 구성할 것(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숫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

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

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90 cm이상 지점

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 cm이하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

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간격은 60 cm이하가 되도

록 할것

표 12. 안전시설물 기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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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항상 그들의 대해 의식의 향상과 구체적인 수법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상부에서 하

부로 지시나 명령, 하부에서 상부에 보고, 의견 상신 등 소

위 상의하달이나 하의상달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되어

야 만이 건전하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 O.J.T(On Job Training) : 사업장내에서 직속 상사가 강

사가 되어 실시하는 개별 교육의 형태로서, 일상업무를 통

해 지식과 기능,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시키는 교육이다.

2) OFF-J.T(Off Job Traing) :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

육으로서, 일정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

는 보다 체계적인 집체 교육이다.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특성(현장사무실 부재, 단기 공사

기간)상 O.J.T방식으로 현장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보건공단의 홈페이지-안전보건자료실에 있는 사례자료집

을 도입하여 활용한다.

4.3.7 안전점검 및 평가 실시

1) 안전점검은 설비의 안전확보·설비의 안전상태 유지·

인적인 안전행동 상태유지·합리적인 생산관리를 목적으로,

안전확보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여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

나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생기는 결함을 발견하고 안

전대책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정기점검·일상

점검·임시점검·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일상점검은 현장

관리자가 작업시작 전후에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자체와

외주업체에 의해 시행하며, 사업장에 적합한 점검표를 작

성하여 점검한다.

2) 안전점검표는 점검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점도

우선순위로, 점검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이며, 점검

항목을 폭 넓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표는 점검부분·

점검방법·점검항목·판정기준·점검시기·판정·조치 등을 포

함해야 하며,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기기점검·기능점검이

있다.

■점검일자 : 2016.00.00   ■점검자 : ○○○

4.3.8 안전 포상 및 징계 실시

안전경영 도입 초기에는 포상위주로 추진을 하며, 점진

적으로 일벌백계를 원칙으로 한다. 
표 13. 정기점검현황

구 분
정기점검

재해예방 기술지도점검 자체점검 및 평가

점검

부서
기술지도업체(○○종합세이프) 공무팀

점검기

간
월 1회 방문 점검

월 1회 방문 점검 및 평가

(매월 4일 안전의 날 시행)

방 법 기술지도용역계약내용에 의거 자체 점검표에 의거

특기사

항

현재 점검표는 현장소장이

나작업반장에게 직접 전달

하나, 향후 추가로 점검결과

표를 일괄취합하여 용역비 

청구시 구비서류로 공문과 

함께 청구위계.

임원, 공무팀장이 격월 

교차점검

표 14. 정기점검 평가표

현 장 명

공사기간 2016. . ~ 2016. . 계약금액

공정율(%) 실적/계획 : / % 조직 소장: 반장:

진행공사

주요내용

·

·

검검항목 점 검 결 과

보호구 착용

□작업복 : 양호( ), 보통( ), 불량( )

□안전모 : 양호( ), 보통( ), 불량( )

□안전화 : 양호( ), 보통( ), 불량( )

□안전대 : 양호( ), 보통( ), 불량( )

□기 타 :

안전시설물

설치

□도난방지시설 : 양호( ), 보통( ), 불량( )

□화재예방시설: 양호( ), 보통( ), 불량( )

□낙하물 방지판 : 양호( ), 보통( ), 불량( )

□안전난간 : 양호( ), 보통( ), 불량( )

□개구부 덮개 : 양호( ), 보통( ), 불량( )

□안전경고문 부착 : 양호( ), 보통( ), 불량( )

□안전포스터 부착 : 양호( ), 보통( ), 불량( )

□기타 :

정리정돈상태 양호( ), 보통( ), 불량( )

특기사항
·

·

표 15. 안전포상 및 징계기준

구 분 당 사 협 력 업 체

대 상 팀장, 현장소장, 작업반장 대표자, 작업자

추진방법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공무팀장이 추진(사안별 품의

서 작성 후 시행함)

포상

기준

· 보호구 착용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작업자 또는 업체

· 안전시설물 설치가 타의 모범이 되는 당사 현장

· 대외기관으로부터 안전활동관련 수상한 임직원, 업체,  

작업자

제도
· 대표이사 명의 표창장 수여

· 시상금 및 상품 지급 

징계

기준

· 보호구 착용이 현저히 불량한 작업자 또는 업체

· 안전시설물 설치가 현저히 불량한 당사 현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이나 업체 등

제도
시말서 징구 및 연봉책

정 시 반영함

· 삼진 아웃제 실시(작업자 

개인 퇴출 및 협력업체 관계

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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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경영 추진실적

○ 2016.1.22 :「경영비전」작성 및 선포 (새로운 주거문화의

시작, 명품도시주택 건설!)

○ 2016.2.24 : 「도시주택의 안전경영 추진방안」승인 (대표이사)

○ 2016.2.25 : 「안전관리 소형 매뉴얼북」제작 및 배포 (현장

소장 및 작업반장 대상)

○ 2016.3.1 : 「안전관리 포상제도」승인 (대표이사) 

- 매년 창립기념일에 안전관리 우수 직원·현장·협력업체·

근로자 시상 

○ 2016.3.7 : 「간절기 작업복」신규 디자인 제작 및 배포

○ 2016.4.4 : 「안전경영 선포 및 다짐 서약식」개최 (안전문

화 정착과 안전한 환경조성) 

 - 안전경영 선서문 낭독 및 제출 (현장소장 및 작업반장)

 - 안전서약서 서명 및 제출 (주요 협력업체)

○ 2016.4~현재 : 자체적으로 매월「정기 안전점검」실시

및 평가 (임원 및 공무팀장 주관)

- 안전기술지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와 병행하여 시행

○ 2016.5~현재 : 각종「안전관리 지침 · 규정 및 교재 」작

성과 자체교육 실시

- 안전경영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지침-Ι, II, III, IV, V, 외부

작업 시 안전대사용을 위한 안전 로우프 설치기준 및 지침

○ 2016.6.6 : 「혹서기 현장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추가예

산 편성 및 집행방안」승인

- 혹서기 현장근로자에게 아이스 머플러, 냉음료 지급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인 열사병, 탈수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

○ 2016.8.5~8.12 : 현장관리자「심폐소생술 위탁교육」참

석 (강동소방서 주관)

○ 2016.8.17 : 「안전지킴이」제도 운영

-신입사원 중심으로 2개 지역을 구분하여, 내부기준인「일

일안전점검표」에 의거 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의 생활화와

현장안전업무 개선활동 

○ 2016.8.24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 (임직원 대상) 

○ 2016.9.22 : 창립 제2주년「안전경영 시상식」개최 (현장

관리자, 작업자, 협력업체)

○ 2016.10.14 : 안전경영 추진공로「표창장(제2016-100호)」수

상 (한국방재안전관리사협회)

 -안전경영을 추진하며,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안전문화 정

착과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고, 타의 모

범이 되기에 표창함. 

6. 결 론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 현장의 수는 38만개이며, 그

중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35만개에 달하고, 그 대부분

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민간공사이다. 발주자가 민간이

다 보니 공사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책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시공업체에서는 공사계약금 이외 별도의 예

산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처벌하는 방법과 교육이나 비용 보조를 통해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경영 계획수립부터 안전경영 시상과

대외수상에 이르기까지 PDCA관리기법으로 접근하여 안

전경영업무를 표준화시켰다. 그 결과, 작업 전 안전점검표

를 작성하고,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던 관리자와 작업자

들도 안전모를 완벽하게 착용하기 시작했고, 강관비계파

이프를 재활용한 임시안전난간도 조립식 지주형태의 안전

난간으로 설치하며, 부실했던 추락방지망도 완벽하게 설

치하고, 방치되었던 개구부도 개구부덮개를 제작하여 설

치하고, 정리정돈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관심과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안전문화 정착 활동에 투자하니 점진적

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지금도 개선

활동은 진행 중이다.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무재해를 위해

서 시공업체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전경

영에 투자해야하며, 정부의 규제에 의존하지 말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경영 표준모델을 하루속히 정립해

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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