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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2만 여명이 넘는 부상자와 600

명을 상회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

한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남양주 지하

철 폭발사고 등의 건설업 안전사고들은 안전관리체제

의 근본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1). 

시공업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를 비

롯한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등의 지원과 협력부족으

로 사고감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사조건

을 좌우하며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체계와 도구가 형성되어야한다는데 건

설업계 관계자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일회성 안전점

검 위주의 독려로는 근원적인 시스템의 개선이나 지속

적인 개선 동기 부여에 한계가 있어 공공 발주기관이 

발주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2,3). 또한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대행하

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경우도 품질안전에 치중하여 안

전전문 건설사업관리인력 배치 및 안전감독(third party 

inspection)에 역량 부족 및 소홀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

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발주

자 등 건설공사 참여주체별로 안전관리역량을 측정, 

평가, 공표를 통하여 자발적인 안전역량 제고를 유도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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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시스템이 가장 열악한 ‘건설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안전책무가 합리적으로 분담되

지 못하고 있는 현행 안전관리시스템의 미흡한 평가 

기능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 점검이 아닌 자율적 시스템의 개선

을 통한 지속적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건설사

업관리자의 적극적 참여 및 노력을 유도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 “안전관리

시스템 평가제도”를 제안하고 현재 시행중인 용역능력

평가결과와는 별도로 안전역량의 등급을 책정하는 평

가제도의 개발이다. 여기서 안전역량이란 사업의 안전

보건경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조직, 규정, 방침 등을 구

축하고 관련 내용 및 법적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및 정도를 말한다. 안

전역량의 모든 요소들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

구에서는 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책무와 역할에 

적합한 안전수준 평가도구의 개발과 시범적용을 통한 

안전역량 평가체계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방안도 제시

하고자 한다. 즉, 안전역량 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용 

방안 제시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

과를 공표하여 건설사업관리회사 주주의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건설안전 행정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안전역량 

평가체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고’는 

시공중 안전사고를 주 대상으로 하되, 본 구조물이나 

Step1
Preliminary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safety capability

- function & purpose
- direction of system development

⇩

Step2
Conceptual model of the evaluation

- coverage & goal
- fundamental requirement of basic indexes 

⇩

Step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 accident cause and role analysis
-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dexes 

⇩

Step4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 evaluation indexes for each participant
- evaluation method and period

⇩

Step5
Trial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 trial application
- modification and suggestion

Fig. 1.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model on the safety 
capability in construction industry.

가시설물의 물적 조건 이상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 등 

제반 사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 중의 건설안

전은 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검토와 고려가 필요한 사

항으로, 이와 관련된 상류단계의 건설사업관리 활동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포함하여 제반 안전

관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5단계로 진행하며 이를 요약하면 Fig. 

1과 같다.

3. 국내외 안전역량평가 시스템

3.1 국내 관련법령

현행 국내 안전역량평가와 관련된 법령기준은 건설

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건설

업체의 사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고 세부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

여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평가대상이 건설업체에 국한되어 공사 전반에 영항

을 미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 등이 제외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역할, 권한 등 근본적인 안전관

리체제의 문제점 해결이 미흡하고 가점항목인 안전보

건경영시스템의 질적인 평가가 어려운 단점을 지닌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

리 업무는 시공자가 구성한 안전관리조직의 편성 및 

안전관리업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여부, 안전관리계

획의 적정성여부,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의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 등

을 확인하고 미이행시 안전조치 및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3.2 KOSHA 18001
현재 발주기관, CM 설계 및 감리업체,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 등 다양한 건설업체의 안전역량을 진단 및 평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KOSHA 18001 인증제도가 있

다. KOSHA 18001 인증제도는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

스템의 확립의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연구 개발하여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

전관리기법인 영국 BS 8800, DNV의 ISRS(International 

Safety Rating System)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

록 한국화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하였으며 

2001년 국제노동기구(ILO)와 1999년 국제 인증기관 협

의체의 OHSAS 18001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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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KOSHA 18001로 개칭하여 국내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4). 

3.3 ConSASS
ConSASS(Construction Safety Audit Scoring System) 

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 및 현장 간 

경쟁을 통한 개선을 촉진하고 관리 취약점을 도출하여 

전반적 안전보건관리수준의 향상을 하고자 싱가포르

에서 개발하여 수행중인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시스

템이다. Consass를 통해 $30,000만 이상 규모의 건설현

장이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External Audit)를 6개월 마

다(1년에 2회) 받고 있으며, 외부평가기관은 채점표를 

평가보고서와 함께 온라인상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5). 

ConSASS의 실행을 위한 규정으로는 안전보건경영시

스템 1편과 2편(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part 1 & 2), 점검표(Checklist), 면담지침(Interview), 

채점표(Score Card), 안내서(A Guide), 사용자 매뉴얼

(User manual) 등이 있으며 평가표(Audit Checklist)에는 

17개 영역에 걸쳐 35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Audit)는 질문의 속성에 따라 DR/IP/PI(DR: Document 

Review, IP: Interview of personnel, PI: Physical Inspection)

에 의하며, 결과는 예(Yes) 또는 아니오(No)로 단순하게 

각 질문에 대한 통과 여부를 표시(Checkbox 형식)하도록 

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 평가기법은 평가항목이 OHSAS 18001과 유사하

지만, 평가지표를 난이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공

사현장의 안전수준을 항목별로 측정할 수 있어 기존의 

단순한 인증 획득의 여부에서 세부 평가항목별로 달성 

수준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실행하

도록 하여 안전보건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지속적 개선

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4. 건설사업관리자 안전역량 평가체계 개발

4.1 평가체계 개발 방향

3장에서 분석한 국내외 안전역량 평가시스템을 통

해 산업재해율 및 산재예방활동에 기반을 둔 현행법에 

따른 안전역량평가는 사업주 노력, 전담부서 및 전문

가 역량, 시스템 구축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로 

사후평가로 이루어진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안전 

및 경영 원리 적용의 한계가 있으며 간접적, 근원적 안

전저해요인 반영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

다. 사고예방주의에 입각한 사전평가의 필요성, 시스템

의 수준 평가를 통한 변별력 개선, 발주자 및 건설사업

관리자 등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평가를 포함하여 근원

Target Time and Number

- cost of construction
- contract rank or company size

- consideration of character of head 
office and field

- construction progress

Method and Indexes Evaluation main agent

- field : item classification, yes/no 
check

- head office : concentration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 specialized public institution
- safety inspection company
- public ordering organization 

Fig. 2. Outline of evaluation system model.

Selection of evaluation target

Report selection 

Preliminary evaluation
(head office, field)

Evaluation of head office
(Interview and document review) Evaluation of field

Post evaluation 
(accident rate, insurance payment, 

violation number) 

Deduction of safety class

Input to COSMIS

Fig. 3. Flow chart of evaluation on safety capability.

적 안전저해요인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위단계의 안전영향요소

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변별력 확보하기 위해 Fig. 2

과 같이 안전역량 평가모형의 설정에 필요한 제반 요

건의 정립하고 안전역량평가 개념모형 구축하였다. 

또한 Fig. 3와 같은 평가 흐름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도입초기에는 평가의 원활한 운영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안전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

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건설

안전정보시스템(COSMIS)을 이용하여 평가일정, 평가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업체별 평가점수 산정은 Fig. 4과 같이 개별현장점

수와 본사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당해 연도 

최종 점수(또는 등급)를 산정하고 당해 연도 산정된 평

가결과에 대하여 안전역량평가 위원회(가칭-관련 전문

가그룹)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며 최종 결과는 

COSMIS에 공지하여, 온라인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

록 조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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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

75 points
(A site)

80 points
(B site)

85 points
(C site)

95 points
(D site)

Weight factor
(Cost, No. of workers, 

accident rate)

70 points 90 points 85 points 90 points

Final site score 83.75 points

Weight
factor

Final score or 
rank

Head office score 80 points

Fig. 4. Details of an evaluation process example.

4.2 평가체계 특성 및 고려사항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담당

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인 안

전활동 보다는 시공자의 안전 책무 이행을 검토, 관리

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반영하

고자 하였으며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 50

조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안전관리계획검

토, 안점점검 검토 등)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기본적 고려사항으로 평가지표가 갖추어야 할 일반

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평가대상의 적합성, 효과성, 효

율성 및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평가기

준과 평가내용으로 구성하여 평가 담당자가 실제로 평

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기준은 프로그램 운영자를 포함한 관련 이

해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상사업의 발전과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평가 작업의 번잡성, 유사 평가

와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건설안전역

량 평가지표 및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타 조건으로서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과지표 및 과정지표를 병행하여 평가

∙사후 및 사전평가지표의 적정한 조합

∙객관성, 현장성이 확보된 성과지표

∙기존 평가기준들의 최대한 활용

∙가능한 변별력이 높고 중복성을 제거한 최소한의 

지표수로 유지함으로써 평가제도의 간소화

4.3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대상은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하

는 건설사업관리업체를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으로 100억 이상 현장을 보유하면 안전경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평균 직원수 50∼80명). 추후 평가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 시 평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

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자 평가 주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하며, 공정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건설안전 전문 공공

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민간업계의 평가 능력 확보 및 평가업무량의 증

가를 고려하여 민간전문업체로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사료된다. 

건설사업관리자 평가 횟수 및 시기는 제도도입 초기

에 원활한 제도정착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수감업무 경

감 등을 위해 현장당 1회(공정 50%) 실시하며, 향후 현

장의 안전역량 향상수준 파악을 위해 1회/년 상향 조정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안전정보시스템(COSMIS)를 활용하여 평

가 문항, 평가 일정, 결과 입력 및 확인이 되도록 조치

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자 본사 및 현장 평가 대상은 평가 대

상을 보유한 모든 현장과 본사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

도 정착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보이며 본사대 현장 비

율은 20% : 80%로 현장 중심의 Bottom-up 방식을 설정

하여 건설공사의 주 안전활동이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

됨에 따라 현장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실용적이며 합

리적일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있어서 

본사의 조직 및 지원이 시공업체에 비해 매우 취약하

고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비

중을 80%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현장점수는 개별현장

점수의 총합을 평가현장수로 나누는 것을 제안한다.

4.4 평가지표 제안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역량 평가지표는 OHSAS 18001, 

KOSHA 18001, ConSASS 등의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

템의 인증 또는 평가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본사

와 현장분야로 나누고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수

립, 위험성평가의 계획, 실행, 운영, 평가 및 개선 등을 

일련의 프로세스로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에는 건

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안

전책무 및 최근 빈도가 높은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포함하였다.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평가가 다소 주관

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최대한 객관화, 

정량화하여 모든 문항을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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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전체적으로 안전역량 평가지표의 원칙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성과지표 및 과정지표를 병행

∙현장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성과지표

∙기존 평가지표의 최대한 활용 및 평가지표의 수 

최소화

∙공사현장의 안전수준 좌우 요인 반영

또한 평가지표의 배점분배는 상위에서 하위까지 외

부환경요인, 정책/제도적요인, 조직적요인, 인적/물적요

인, 과거사고기록 등으로 그 위계순서를 나누고 과거

사고기록, 인적/물적요인, 조직적요인 등 우선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위 영역에 배점을 높이고 외부환

경요인, 정책/제도적 요인 등 조직차원의 노력, 방침 등

의 상위 영역에는 기본적 점수를 부여하였다. 추후 건

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수준이 향상되면 배점은 재

조정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평가지표의 기본골격, 원칙과 전략, 배

점분배를 고려하여 본사의 경우 Table 1와 같이 건설

사업관리자의 안전역량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현장

의 경우에는 기본 골격은 동일하되 안전경영방침과 조

직에 배점을 낮추고 현장안전활동에 배점을 높이는 차

이를 갖도록 하였다. 각 지표개요에는 세부적인 평가

문항이 있으며 평가는 질문의 속성에 따라 서류검토/

면담/현장확인(DR/IP/PI)에 의하고, 결과는 예(Yes) 또는 

Table 1. Evaluation indexes of safety capability for the head 
office

Div. pt.

Total pt. 100

A. Safety 
management policy 

& organization

1. safety management policy for head office 13

2.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for head 
office

12

B. Safety duty by 
the related laws

1. support of safety inspection 13

2. support of safety education 7

3. support of preparation plan and training 
for emergency 

10

C. Voluntary 
activities

1. voluntary safety activity system 6

2. evaluation of voluntary safety activities 6

D. Identification and 
removal of 
risk factors

1. support of risk assessment and preparation 
activities

6

E. Audit 
Management 

1.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onitoring 10

2. accident investigation,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10

3.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7

아니오(No)로 단순하게 각 질문에 대한 통과 여부를 

표시(Checkbox)하도록 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Table 1의 A.1에 해당

되는 세부질문에는 A.1.1 CEO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 

된 안전경영방침이 있는가? (확인방법 : 안전보건메뉴

얼 등의 관련서류에서 안전보건방침이 문서화 되어있

고 CEO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 해당점수 : 3)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예, 아니오로 작성하면 된다.

4.5 시범적용결과 및 문제점

제안한 평가지표의 체계, 방법, 시기 등의 적합성, 

타당성을 검증하고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의 합리

성, 변별력, 채점의 용이성, 예상 점수 등의 전체적인 

평가체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지표의 수정 및 보완

을 위해 공공발주의 공사금액 100억 이상인 현장을 2

개소 선정하여 시범적용 하였다. 2인 1조로 구성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본사 및 현장에 각각 1일 및 3일

이 소요되었으며 평가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s by the proposed evaluation system of the 
samely capabilities for the two companies

Div. Project name pt.

Civil
○○ riv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head office 23

field 44

Civil
○○ highway private investment 

business 

head office 22

field 49

평가결과, 현행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시공자 

위주로 관리되어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본사 지원시스템 미비와 전담 

안전관리 인력의 부재로 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발주자 및 시공자에 비해 더 열악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업 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아 본

사와 현장간의 유기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별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적절한 건설현

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현행 건설현장의 상황을 고려 시, 제도도입초기에

는 조직을 갖춘 상위권 건설사업관리업체를 대상

으로 시행(300-500억 이상 공사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인터뷰, 서류검토, 현장확인의 평가방법 중 면밀한 

서류검토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됨

∙특히, 법적인 안전책무가 거의 없는 본사는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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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기존의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및 일회성 점점위주

의 안전활동은 실질적인 안전수준을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이해

당사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시공자의 안전 

책무 이행을 검토,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사고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지속

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

사업관리자의 주기적인 안전역량의 진단과 평가를 위

한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가체계는 경영관

리의 원칙, 사고예방원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소, 

국내외 안전평가 사례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시험

적용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시공자 위주로 운

영되어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

게 나타났으며 특히, 본사 지원시스템 미비와 전담 안

전관리 인력의 부재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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