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전 산업과 제조

업 재해율은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 

재해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고 있다1).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

생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의 재해자 및 사망자는 각각 

27.1% 및 26.6%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2). Fig. 1에서 보듯이 건설업 재해의 발생원인

은 계획/설계단계 45%, 시공단계 38%로 나타나 계획/

설계단계에서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토교통

부에서 2016년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이하 

DFS)를 도입하였다3,4). DFS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키시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

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행위이다. 국내 DFS는 

영국의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CDM) 제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도화하였다. 현재 

시행초기단계라고는 하지만 DFS가 국내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 그에 비해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

는 설계단계에서 안전성검토를 통해 건설재해를 효과

적으로 줄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건설 산업 사망인

원은 2011년부터 2015년 평균 작업자 1만 명당 1.79명

이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0.97명, 싱가포르는 0.57명, 

영국은 0.2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DF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DFS 관련 

제도의 세부 요소들을 국내 DFS의 문제점과 동일 기

준에서 비교분석하여 국내 DFS제도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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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hile the overall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been decreased, but thos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not been. For safety management during the 
planning/design phase, which accounts for 45% of the cause of accident at the 
construction site, Design For Safety (DFS) was established to minimize a hazard and 
risk in 2016. Currently, DFS system has difficulty settling down in Korea due to the 
several reasons. So, this paper aims to propose to the Key Success Factor (KSF) and 
related action plan to improve DFS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by following 2 
steps: i) identification of problems on current DFS, and ii) proposal of KSF and following 
action plan for DFS. The DFS in Korea was compared with UK, Singapore, Australia, and 
US on 7 criteria (application target, execution period, change of design,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expert participants, alternative review and decision support 
system). DFS wa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s system based on the identical 
criteria and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also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improve DFS system in vari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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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accident causes by project life cycle.

1.2 선행연구 분석

DFS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i) 발주자의 역할 중

심 연구, ii) DFS 제도 개선방안 연구, iii) DFS 지원시

스템 개발의 주제에 대해 수행되었다.

발주자의 역할 중심 측면에서 원정훈 외는 국내 

DFS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외 제도의 성공요인

을 설명하였으며5), 김용구는 발주자의 역할을 중심으

로 발주자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고6), 안홍섭

은 영국 CDM제도의 핵심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발주

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

였다7).

DFS 제도 개선 방안 측면에서 지경환 및 최병정은 

해외 DFS 유사제도들을 분석하였으며8), 성주현 외는 

해외제도의 적용사례를 통한 건설재해 예방 성과를 분

석하였다9).

DFS 지원시스템 개발 측면에서 신원상은 DFS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고10), 김진원 

외는 DFS의 적용을 위한 위험 단위작업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11), 이군재는 DFS에 VE/LCC기법을 

접목한 건설안전성 검토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12).

기존 연구들을 분석 해봤을 때 DFS와 유사한 해외

제도들을 실시시기나 참여자들의 역할을 간략히만 설

명하였고,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체계나 국내 DFS와 

차별화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해외제도와 국내 DFS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국내 DFS의 문제점을 주요 항목별로 도

출하고, 도출된 항목들에 대해 해외제도와 동등한 관

점에서 비교함으로써 국내 DFS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1.3 연구 프로세스

연구절차는 Fig. 2와 같으며, 1단계에선 국내 DFS를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발주자의 역할 중심’, 

‘DFS 제도 개선방안’, ‘DFS 지원 시스템 개발’ 등 3가

지로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 DFS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내 DFS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CDM, 싱가포르의 DfS, 미국의 PtD, 호주의 

Safety Design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기준으로 국내 DFS와 해외 

제도들을 동일선상에 두어 각각의 제도들을 비교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DFS의 개선사항과 관련 추

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국내 DFS제도의 문제점 및 해외제도를 통한 개선사항 

및 추진과제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직 실

무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국내 DFS제도의 문제점 분석

DFS 제도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제기된 문제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2.1 적용대상의 제한 

DFS 적용대상 건설공사는 공공공사이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인 설계시공분리발주 건설공사로 제한된다. 하지

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건설공사 중 공공공사

는 139,288건, 민간공사는 442,703건으로 민간공사가 

공공공사의 3배 이상 해당한다13). 더불어 공공공사 중

에서도 DFS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공사가 많기 때문

에 DFS를 통한 건설재해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

2.2 DFS 적용시점의 문제

DFS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

산서가 완료된 시점인 실시설계 80% 수준에서 실시한

다14). 건설산업기본법 제 6조에서는 기본 계획수립부

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15), 국내 

DFS는 실시설계가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DFS가 이

뤄지기 때문에 대안이 도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설계

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며, 관련된 설계변경비용 및 

설계기간 연장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 반영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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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대안 반영의 책임

국내 DFS 제도는 적용대상 공사에 대한 수행은 필

수지만, 검토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시공사의 선택

사항이다14).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시설계의 변경이 

요구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자문’의 역할에 불가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르면 DFS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 과태

료 부과 대상이지만 검토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16). 

2.4 참여자간 협업 부족

DFS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

한 안전관리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발주자는 설계자에

게 안전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보완 변경 등 조치를 요

구하고.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 심사 승인 여부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는 관련 문서

를 정리하여 최종 설계도를 전달해줘야 한다12). 건설기

술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DFS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검토 후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다3). 하지만 DFS 보고서를 

작성할 시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간

에 서로 협업에 대한 수준을 의무화하는 기준은 없다. 

특히 시공자의 경우 시공단계에서의 안전책임역할을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에서의 재해예방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7).

2.5 전문가 참여 관련 제도적 기반 미흡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4조(사업관리 단

계)에선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

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

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

다.’고 기술되어있다3).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는 별도의 전문가에 대

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DFS와 관련된 법

령은 2016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

문에 짧은 기간만큼 검증기관이 부족하며 관련 업체들

의 제도 인식도 부족하다10).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의 

Fig. 2. Research framework.



해외 유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설계안전성검토 개선 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34권 제6호, 2019년 41

경험, 지식 등을 통한 정성적인 의견으로 객관적인 위

험성을 도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급품질의 

DFS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18)

2.6 현장조건과 상이한 대안검토 

설계자는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술자문위원회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를 받아야 한다3).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마다 상

이한 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자

가 표준화된 위험요소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성

을 모두 찾아내기엔 어려움이 있다. 현장 여건을 고려

하지 않은 대안 반영시, 현장 시공단계에 분석 및 시사

점 도출 등의 절차가 복잡해서 현장 대응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시공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3.1 영국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영국의 CDM은 1994년부터 모든 건설프로젝트의 보

건, 안전 그리고 복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

며, 1994년 CDM을 도입하기 이전보다 1.5배 이상의 

건설공사가 발주 되었지만 6년간 40%이상의 사망만인

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7).

CDM은 공사기간이 30일을 이상, 건설 작업자가 20

명이상 그리고 건설 작업인원 500명‧일을 초과하는 모

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협력업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또한 CDM 규정의 핵심은 건설공사의 안전

과 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관련자(발주자, 안전감족가,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5,18,19).

개정된 CDM 2015는 발주자에 관련된 기존 조정자

의 역할이 삭제되고 업무 내용이 다소 변경된 Principal 

Designer(PD)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발주자의 의

무도 확대되었고 CDM 2015의 규정을 따라 건설공

사를 진행하게 되면 발주자는 설계단계부터 발주자

의 의무를 대신할 주 설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공

사단계에서는 주 시공자를 지명하고 건설공사 전반

에 걸쳐 안전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주 설계자는 공

사 이전 단계를 계획, 관리, 모니터링 하며 위험 요

소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가 규정된 설계자의 의무를 준수하는지도 확

인해야하며, 발주자의 공사 이전 단계의 정보 제공 

의무를 도와야 한다5,19).

Fig. 3. CDM process in the UK.

Fig. 3에서 보듯이 CDM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19). 

시공 전 정보(Pre-construction information, PCI)는 시

공단계 및 보건 및 안전파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써 발주자가 가지고 있는 프로

젝트 정보를 의미한다. PCI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세

한 위험 및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해야한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수집된 정보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PCI를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하

며, 보건 및 안전 위험과 관련 정보 등을 관리할 방법

에 대해 반영해야한다19).

시공 단계 계획(Construction phase plan)은 시공단계 

이전에 작성되는 서류로서 시공단계의 보건 및 안전 

계획, 현장 규칙, 작업과 관련된 특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시공 단계 계획

에서는 시공단계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위험을 관리

하기 위한 계획을 반드시 기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관계자들과 함께 의논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내용을 이해하

기 쉽게 작성해야한다19).

보건 및 안전 파일(The health and safety file)은 프로

젝트의 특성에 맞는 정보로써, 후속 프로젝트 중에 고

려해야 할 안전 및 보건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이 파일

은 한명 이상의 계약자가 포함된 프로젝트에는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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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일에는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 청소, 수선 또

는 철거와 같이 후속 작업의 보건 및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다음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수행된 작

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b)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제거

하지 못한 위험 및 해결 방법, (c) 주요 구조 원칙 및 바

닥과 지붕의 안전 작업 하중, (d) 사용되는 유해 물질, 

(e) 설치된 설비 및 장비의 해체 또는 분해 관련 정보, 

(f) 구조물의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보건 및 안전 정보, (g) 지하 케이블, 가스 공급 장비, 소

방 업무 등을 포함한 중요한 업무의 특성, 위치 및 표시, 

(h) 건물, 공장 및 장비의 준공도면 및 정보19).

3.2 싱가포르 DfS (Design for Safety)
싱가포르는 2005년 및 2008년에 Workplace Safety 

and Health (WSH) 규정을 수립하였고 2015 WHS를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15 WHS는 발주자,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 등이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위험

을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효과적이라

고 제시한다20,21). 싱가포르는 WHS 규정을 통해 2004년

에 비해 2015년 10만 명당 사고비율이 4.9명에서 1.9명

으로 감소하였다. 

2015 WHS 기준으로는 총 공사비 SGD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DfS를 적용한다20). 

싱가포르 DfS는 DfS GUIDE라고 부르는 설계검토 

과정을 통해 수행되며, DfS 전문가(DfS Professional)를 

중심으로 DfS를 검토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사

전에 찾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DfS 위험목록을 작성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한다. DfS 전문가는 필수로 

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인 기술사 또는 건축

사이거나 10년 이상의 설계 및 감리경력을 가진 전문

가에 한해 교육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는 기획단계에서 DfS 전문가를 선정하며, DfS 

전문가가 위험요소 목록을 작성한 후 기본설계 단계부

터 참여해 실시설계가 끝날 때 모든 설계 대안 요건을 

검토한 후 설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20).

DfS는 발주자가 주관하며 DfS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한다. Fig. 4에서 보듯이 DfS 검토는 DfS GUIDE에 

따라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i) GUIDE-1 기획설계 

단계: GUIDE-1에서는 자재 및 구조시스템의 선정 등

과 같이 기획설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사항을 평가

한다. ii) GUIDE-2 실시설계 단계: 세부적인 시스템, 공

법 및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의 위험성과 같은 세부적

인 위험성,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제거하지 못한 잔여

Fig. 4. DfS process in Singapore. 

위험(Residual risk)을 평가한다. iii) GUIDE-3 시공 전 

검토: 설계단계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가시설 및 전

문건설공종에 대해 시공자 주도로 수행된다. 각 단계

별 GUIDE 평가결과는 DfS Register라는 보고서 형태로 

기록되어야 한다20).

또한 DfS보고서를 작성하여 건물주가 보관한다. 이 

보고서는 검토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보

여주는 기록과 증거 역할을 하며 이후에 건축 구조물

의 시공, 유지보수, 보수 또는 철거 중에 그들이 해결

해야 하는 식별된 위험과 통제 조치 등을 보고서를 통

해 알 수 있어야 한다. 

3.3 미국 PtD(Prevention through Design)
PtD는 2007년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위험 요소를 제거하

기 위해 도입하였다21,22).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으며 

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프로젝

트 형식의 제도이다.

PtD는 설비, 작업 방법과 운영, 절차, 장비, 도구, 제

품, 자재, 신기술, 작업 조직에서 작업자에 대한 위험요

소를 고려하고 설계한다. PtD는 위험관리등급으로 설

계, 재설계 및 개축활동에서 산업이나 위험 시스템의 

위험요소를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활용된다8,22,23).

PtD는 설계과정에서 진행되지만 설계자는 전문적으

로 건설 안전설계를 수행할만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에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PtD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프로

세스는 아니지만, 설계 진행 30%, 60% 및 90% 단계에

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설계 30% 단계에서는 설

계 체크리스트 검토, 주요 위험요소 분석을 수행하며, 

설계 60% 단계에서는 설계 체크리스트 사용, 설치 계

획서 초안 작성, 계획 등의 위험성 검토를 실시한다. 

설계 90% 단계에서는 모든 시공 안전에 대한 검토, 계

약서류에서 안전 규정 검토, 협력업체를 위한 안전요

소 검토 등을 수행한다22,23).

Table 1에서는 다양한 PtD 설계지원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PtD는 연구자, 공무원, 및 응답자들이 모여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설계자들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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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support tools of PtD

Design tools Developer Contents

SliDeRulE 
(Safety in design 

risk evaluato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 Provides numerical 
value of safety risks for 
each design component

The sustainable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SCSH) 

rating system

Oregon state 
university

- Provides a score card 
rating system based on 
various evaluation 
criteria

Prevention through 
design list

Alan speegle 
- Provides approximately 

1,600 checklist about 
safety risk factor

Design for 
construction safety 

toolbox 
(WS101-01)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 Provides over 400 design 
suggestions that could 
be used on design stage 
to minimize or 
eliminate safety hazards 
in their designs

OSHA’s hazard 
identification 
training tool

OSHA
- Teaching materials for 

designs about 
construction site risk

위해서 다양한 설계 지원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설계지원 도구는 설계자들에게 건설안전 및 현장을 평

가하는데 의사결정을 지원한다22). 예를들어 SliDeRulE

은 설계자가 설계단계와 관련된 건설안전위험을 평가

하는데 도움을 준다. SCSH rating system은 현장 건설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한 OSHA’s hazard identification training tool은 설계자

들에게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 도움을 준다.

3.4 호주 Safe Design
호주 Safe Design은 제품의 생애주기전반에 걸쳐 발

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설계단계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평가기법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적용 기

준이나 법규는 주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건설 구조물에 대한 Safe design 기준(Code of Practice)

은 호주 산업안전보건법 (Work Health and Safety Act) 

제274조에 따라 시행된다24).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을 달성하는 

방법과 위험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25,26). 

호주 Safe Design이란 설계된 구조물의 생애주기 동

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설계 과정에서 통제 조치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구조

물의 Safe Design는 항상 실용적, 미학적, 비용 및 기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계 목표의 일부이며, AUD 25

만 달러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25). 

Fig. 5. Safe design process in Australia.

또한 호주의 설계 및 위험관리 통합의 체계적인 접

근방식은 설계단계에서의 위험관리절차를 통합하는것

과 발주자,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의 협업을 장려 등이

다. 설계 및 위험관리 통합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은 설

계 전 단계(Pre-Design Phase), 개념설계단계 (Concept 

Development), 실시설계단계(Design development phase)

로 구분한다25,26).

Fig. 5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호주 Safe Design의 3단

계 절차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각 단계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설계 전 단계에서는 구조물의 목적뿐만 아니라 프로

젝트의 범위와 복잡성 등의 설계 맥락뿐만 아니라 현

장의 위험범위와 고려해야할 관련 법규, 실천 강령 및 

표준 등을 수립해야한다25).

기획설계단계에서는 가능한 빨리 위험 식별이 이루

어져야 하며, 위험 식별은 체계적으로 한 두 사람의 상

황에 대한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

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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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25).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실시설계도면 및 기술 시방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전달한다. 일반적인 위험에 관한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새

롭고 복잡한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는 통제 구조에 부합

하는 설계 대안을 개발하거나 구조물의 전생애주기 동안

에 필요한 안전 보고서 및 다른 위험 통제 정보를 준비하

는 등의 가장 효과적인 통제조치가 필요하다25).

3.5 해외제도와 비교분석 

앞서 국내 DFS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영국 CDM, 싱가포르 DfS, 미국 PtD, 호주 Safe Design 

등 해외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세부항목 들을 기준으

로 국내 DFS와 해외제도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는 국내 DFS와 해외 유사 제도들을 7가지 

측면(e.g., 적용대상 측면, 실시 시기 측면, 설계 변경여

부 측면, 참여자들 간의 협업 측면, DFS 전문가 참여 

측면, 대안 검토 측면,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측면)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5.1 적용대상 

건설공사 규모 외에 발주방식 등으로 제한되는 국내 

DFS와 달리, 영국 CDM은 공사기간이나 동시작업자, 

참여자 또는 연간 건설작업 인원 등의 공사규모로 적

용대상을 정한다. 싱가포르 DfS는 계약금이 SGD 1,000

만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가 적용대상이 되며, 호주 

Safe Design은 AUD 25만달러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

된다. 미국 PtD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2011년 미국 국가표준원 (ANSI)으로 등록되어 설계단

계에 PtD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Criteria DFS (Korea) CDM (UK) DfS (Singapore) PtD (United States) Safe design (Australia)

Applicable target

- Public project
- Design/Bid/Build 

delivery
- Project required to 

prepare the safety 
management plan

- When the construction 
working day is more 
than 30 days and the 
workers are more than 
20 at the same time 

- The annual construction  
workers exceed 500 
people‧day

- Work to modify a 
permanent structure  
with DfS register 

- Construction cost 
more than SGD10mil

- Application of the 
PtD at the design 
phase

- Construction cost 
more than 
AUD 250,000

Application stage
- When construction 

document is 80% 
complete

- Identification of the 
major hazards during 
the design phase, 

- Reflection of the risk 
at design phase by 
safety experts

- Consideration of the 
unremoved risk at the 
design phase during the 
pre-construction phase

- Guide-1: Concept 
design review

- Guide-2: Detailed 
design review

- Guide-3: 
Pre-construction  
design review

- Conduct the review 
from the beginning of 
the design phase.

- Conduct the review 
from design phase is 
30%, 60% and 90%  
complete

- Pre-design phase
- Schematic design phase
- Design developement 

phase

Design change - Optional - Mandatory modification - Mandatory modification - Recommendation - Mandatory modification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 None of the legal 
regulations

- Sharing the information 
among the participants

- DfS review meeting 
progress (Operator, 
constructor involved)

- All stake-holders 
participant are required

- A system that  
facilitates collaboration  
between the owner, 
the designer, and the 
constructor

Expert 
participation

- Client should be got 
the advice by expert 

- Principal Designer is 
assigned as facilitator 

- DfS professional is 
assigned as facilitator 

- DfS professional  
course is operated

- None - None

Alternative design 
review

- Performing th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the construction site
in accordance with the 
safety management 
plan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contractor 
design safety review

- Change of the design 
through regular review 
at construction phase

- Review until the 
eliminating risk 
repeatedly

- Contractor should 
participate risk analysis 
when working design is 
30% complete 

- Determine how to 
eliminate and minimize 
risks during the design  
development phase

Design support 
system - Standard risk profile - None - DfS Professional’s role

- Various tools
: SliceRulE, SCHC 
rating system, 
checklist and etc.,

- None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DF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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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적용시점 

국내 DFS는 실시설계 공정률 80%에서 실시하는 반

면, 영국 CDM은 Pre-Construction Information이라는 개

념을 통해 설계 착수 전부터 발주자가 설계단계의 DFS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DfS는 기획설계 단계(Guide-1), 실시설계 단계(Guide-2) 

및 시공 이전 단계(Guide-3)로 세분화하였다. 호주의 

Safe Design에서는 설계 이전 단계, 기획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별 세부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PtD의 경우에도 설계 개념단계에서부터의 적용을 권장

하고 있다.

3.5.3 설계변경 여부

국내 DFS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은 선택사항이

다. 하지만 영국 CDM, 싱가포르 DfS, 호주 Safe Design

의 경우, 대안검토 결과는 각각의 문서화 체계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3.5.4 참여자간 협업 

국내 DFS는 참여자들 간의 협업에 대한 별도의 기

준은 없다. 영국 CDM은 참여자간의 정보공유가 필수

이며, 싱가포르 DfS는 필수적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참여하여 DfS 검토 미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미

국 PtD는 설계자가 시공자와 함께 도면 검토를 해야하

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 Safe Design은 설계단

계에서 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

는 체계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3.5.5 전문가 참여 

국내 DFS는 전문가가 필요시 선임해야 하지만 전문

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영국 CDM은 주설계자

(Principal Designer)라는 역할을 통해 발주자와 설계자

의 DFS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

르 DfS는 별도의 DfS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으며, 19년 7월 말 기준 963명이 전문 분야별 DfS 

Professional로 등록되어있다. 

3.5.6 대안검토 

국내에서는 시공자가 DFS 결과가 반영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영국 CDM은 시공단계에서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며, 싱가포르 DfS는 시공

자가 설계검토과정에 참여해 설계도를 바꿀 필요가 없

다고 판단할 때까지 반복 검토한다. 미국 PtD는 설계 

30% 과정에서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위험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호주는 Safe Design 상세설계단계에

서 위험 제거 및 최소화 방법을 결정하며 제대로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는지 검토한다.

3.5.7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국내의 경우 시설안전공단에서 표준 위험요소 프로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 PtD는 SliDeRule, SCSH, 

체크리스트 등과 같이 설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

정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4. 국내 DFS제도 분석 결과 

4.1 DFS 제도 개선 방안 제시

2장에서 도출된 국내 DFS제도의 문제점을 3장에서 

해외제도와 비교분석 하였으며, 각각의 항목별로 해외

제도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DFS 제도의 개선방안을 

Table 3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로 DFS의 적용 범위를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발주조건(공공공사, 설계시공분리공사)과 안

전관리계획서 제도와 연계된 현재의 DFS의 적용대상

은 실질적은 DFS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영

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건설공사 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의 공사규모의 개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공사

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DFS의 적용 시점의 조정이 필요하다. 

DFS 수행을 통해 제시된 대안이 설계에 반영되기 위

해서는 싱가포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기본설계 단계

에 조기 적용이 필요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없는 세부요소들은 실시설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

가 필요하다. DFS 적용 횟수의 증가로 인한 시간과 비

용의 증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기존의 Value 

Engineering 활동과의 연계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국내 DFS를 통해 도출된 설계대안에 반

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시설계 단계

에서 DFS 검토 결과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비용 및 설계기간에 대한 보상 방

안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설계자 주도의 일방적인 DFS 보고서 작

성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관련 

전문가간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싱가포르 DfS 전문가 과정과 같이 DFS 

수행 전문가에 대한 자격요건 및 업무와 책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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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또는 전문교육과정 수립 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여섯 번째로 DFS 대안 검토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

하기 위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기참여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현행 DFS는 설계

시공분리발주 공공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건설공사의 조건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PtD의 사례와 같이 건설안전에 대한 전

문성이 부족한 설계자와 발주자의 효율적 검토를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

와 개발이 필요하다. 

4.2 설문조사를 통한 유효성 검증

Table 4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DFS제도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

련 전문가(e.g., 설계사, 건설사업관리, 시공사, 공공기

관, 학계) 16명의 설문조사 (응답률 64%)를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DFS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4.2.1 설문조사 응답자 정보

설문조사에는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로 

응답자 중 30대 (6명, 37.50%)가 가장 많았다. 경력수

준은 5년 이하부터 21년 이상까지 다양하였으며 응답

자 중 6~10년 (5명, 31.25%)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의 업무는 현재 건축과 관련된 

설계사, 건설사업관리, 시공사,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설계사 (6명, 

37.50%)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DFS 인식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Likert Scale 5점 척

도를 활용하여 (1: 전혀 모름; 2: 잘 알지 못함; 3: 보통; 

4: 조금 알고있음; 5: 잘 알고있음) 평가 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DFS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2.69 전체 표준편차 

1.01). 국내 DFS인식 부족 이유로는 현행 건설 프로세

스 상에서 DFS의 중요성 부족(6명, 37.50%)이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도적 공지의 부족(5명, 31.25%), 

DFS와 관련 프로젝트 부족(4명, 25.00%), 그리고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부족(1명, 6.25%) 등으로 나타났다. 

4.2.2 DFS의 문제점 조사

Table 4는 앞서 2장에서 제시한 국내 DFS 제도의 문

제점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Likert Scale 5점 척도를 활용하

여 (1: 매우 중요하지 않음; 2: 중요하지 않음; 3: 보통; 

4: 중요함; 5: 매우 중요함) 평가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 하였

을 때, 현장조건과 상이한 대안검토 (평균 3.63, 표준편

차 1.26), 참여자간의 협업 부족 (평균 3.50, 표준편차 

0.89), 전문가 참여 관련 제도적 기반 미흡(평균 3.44, 

표준편차 1.09), DFS 적용시점의 문제 (평균 3.31, 표준

Criteria Key sucess factor Action plan Reference

Applicable target - Expansion of application
- Expansion with the scope of  domestic 

review to private  construction and 
various fields

- CDM (Construction duration over 30 days and 
over 20 workers at the same and the annual 
construction workers exceed 500 people‧day)

- DfS (over SGD 10 mil)
- Safe design (over AUD 250K)

Application stage - Adjustment of DFS implementation - Integration with Value Engineering  in 
the design phase

- CDM (prepar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at the previous stage of construction)

- DfS (first start before implementation)

Design change
- Necessity of change to alternative 

design
- Establishment of the compensation  

criteria for design change
- PtD (Publish a drawing only when the design 

review is complete)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bout  
collaboration of related participants 
(e.g., client, designer, builder, and 
construction manager)

- Involvement of designers, builders, 
supervisor, and  construction manager 
for DFS

- DfS (client and DfS coordinator participate the 
DfS review meeting)

- PtD (Conduct the review with the client and 
builder)

Expert participation -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to 
train the DFS experts

- Development of the training program, 
license 

- DfS (Coordinator license)

Alternative design 
review

- Participation of builder, and 
construction manager at the 
pre-construction phase

- Revision of the law considering 
the site environment

- Strengthen DFS of construction 
managers.

- DfS, PtD, Safe design

Design support 
system

- Development of decision making 
system

- Development of a decision making 
system that can be referenced in design - PtD (SliDeRulE, SCSH rating system, and etc.,)

Table 3. Proposal of key success factor to improve the DFS in Korea



해외 유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설계안전성검토 개선 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34권 제6호, 2019년 47

Information of respondent

Age
20 years 30 years 40 years 50 years

2 (12.50%) 6 (37.50%) 5 (31.25%) 3 (18.75%)

Work experience
5 years or less 6~10 years 11~15 years 16~20years 21years or more

3 (18.75%) 5 (31.25%) 2 (12.50%) 3 (18.75%) 3 (18.75%)

Work type
Design CM Construction Government Academic

6 (37.50%) 3 (18.75%) 1 (6.25%) 5 (31.25%) 1 (6.25%)

DFS whether or not
Experience Inexperience

1 (6.25%) 15 (93.75%)

DFS awareness 

Never heard less known Neutral known Very known

1 (6.25%) 7 (43.75%) 4 (25.00%) 2 (12.50%) 1 (6.25%)

Mean 2.69 SD 1.01

The reason for lack of DFS 
awareness 

Lack of institution notice Lack of related DFS projects Lack of DFS importance
Lack of difference from 

similar institution

5 (31.25%) 4 (25.00%) 5 (31.25%) 1 (6.25%)

Questionnaire for investigation of DFS problems 

　 No important Less important Neutral Important Very important

Limitation of applicable target
1 (6.25%) 6 (37.50%) 4 (25.00%) 4 (25.00%) 1 (6.25%)

Mean 2.88 SD 1.09

Problem of application stage 
and frequency

0 (0.00%) 4 (25.00%) 5 (31.25%) 5 (31.25%) 2 (12.50%)

Mean 3.31 SD 1.01

Selective DFS application
1 (6.25%) 3 (18.75%) 9 (56.25%) 1 (6.25%) 2 (12.50%)

Mean 3.00 SD 1.03

Lack of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0 (0.00%) 2 (12.50%) 6 (37.50%) 6 (37.50%) 2 (12.50%)

Mean 3.50 SD 0.89

Lack of experts
1 (6.25%) 2 (12.50%) 4 (25.00%) 7 (43.75%) 2 (12.50%)

Mean 3.44 SD 1.09

Application of DFS without 
reviewing the construction site

1 (6.25%) 2 (12.50%) 4 (25.00%) 4 (25.00%) 5 (31.25%)

Mean 3.63 SD 1.26

Questionnaire for investigation of DF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lans

　 No important less important Neutral Important Very important

Expansion of applicable target
0 (0.00%) 5 (31.25%) 6 (37.50%) 3 (18.75%) 2 (12.50%)

Mean 3.13 SD 1.02

Adjustment of application stage
0 (0.00%) 1 (6.25%) 6 (37.50%) 6 (37.50%) 3 (18.75%)

Mean 3.69 SD 0.87

Reflection of DFS
0 (0.00%) 1 (6.25%) 8 (50.00%) 5 (31.25%) 2 (12.50%)

Mean 3.50 SD 0.82

Collaboration of participant (e.g., 
design, construction, and CM)

0 (0.00%) 3 (18.75%) 3 (18.75%) 7 (43.75%) 3 (18.75%)

Mean 3.63 SD 1.02

Development of expert education
0 (0.00%) 3 (18.75%) 3 (18.75%) 7 (43.75%) 3 (18.75%)

Mean 3.63 SD 1.02

Early participation of constructor
0 (0.00%) 3 (18.75%) 5 (31.25%) 5 (31.25%) 3 (18.75%)

Mean 3.50 SD 1.03

Development of DFS 
support system

0 (0.00%) 4 (25.00%) 3 (18.75%) 6 (37.50%) 3 (18.75%)

Mean 3.50 SD 1.10

Table 4. Result of multi-criteria questionnaire survey about DF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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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1.01), 설계대안 반영의 제한적 책임 (평균 3.00, 

표준편차 1.03), 그리고 제한된 적용대상 (평균 2.88, 표

준편차 1.09) 순서로 나타났다. 

현장조건과 상이한 대안검토는 다른 국내 DFS제도

의 문제점들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지표

들에 비해 매우 중요함(5명, 31.25%)을 가장 많이 선택

하였다. 이는 설계단계에서 DFS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

자등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DFS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평균은 2.88~3.63으로 조사되

어, 한 항목을 제외하고 문제 인식에 대해 평균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4.2.3 국내 DFS제도의 개선 및 발전 계획에 대한 조사

Table 4는 앞서 4.1장에서 제시한 DFS 제도 개선 방

안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설문에서는 Likert Scale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 매우 중요하지 않음; 2: 중요하지 않음; 3: 보통; 4: 

중요함; 5: 매우 중요함) 평가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 하였

을 때, 적용 시점의 조정 (평균 3.69, 표준편차 0.87), 참

여자간 협업프로그램 개발 (평균 3.63, 표준편차 1.02), 

DFS 전문교육과정 수립 (평균 3.63, 표준편차 1.02), 설

계대안 반영 대책 (평균 3.50, 표준편차 0.82), 시공자 

조기참여 방안 (평균 3.50, 표준편차 1.03), 의사결정시

스템 개발(평균 3.50, 표준편차 1.10), 적용 대상 확대 

(평균 3.13, 표준편차 1.02) 순서로 나타났다.

적용 시점의 조정은 다른 국내 DFS제도 개선방안들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들이 매우 중요

함(3명, 20.00%)을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다수의 응답

자들이 DFS의 실시시기를 현행 실시설계 80% 완료단

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설계변경 및 대안반영이 가능한 

기본설계단계부터 조기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고려했던 국내 DFS제도의 개선방안의 평균은 3.13~ 

3.69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 대해 평균 이상의 중요도 

인식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고찰

2016년 도입된 DFS는 아직 초기실행단계이기 때문

에 여러 연구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

석하여, 각각에 문제점에 대해 해외 유사 제도인 영국 

CDM, 싱가포르 DFS, 미국 PfD, 호주 Safety Design과 

동일 항목별(적용대상, 실시시기, 설계 변경여부, 참여

자들 간의 협업, 전문가 참여, 대안 검토,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DFS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DFS 개선방안으로는 1) 

DFS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2) 기본설계단계

부터 DFS의 적용, 3) DFS 검토결과에 대한 대안설계 

반영 방안 구체화, 4) 참여자들 간의 협업 프로세스 수

립, 5) DFS 전문가의 자격과 책임 구체화 및 교육, 6)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기참여, 7) 설계단

계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에게 본 연구에서 도출한 DFS제도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

별로 평균 이상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DFS 제도는 시공단계의 위험요소 관리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

하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적극적 안전관리 기법으로

써 그 효과를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고, 적극적으

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본 연구

에서 도출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및 세부

적인 수행 방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

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D. W. Kim,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Public Ordering Institutions in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17.

2) A Report on Industrial Accidents in 201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4) J. Y. Shin, “Development Plan of Design for Safety in 

Construction,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7, No. 

6, pp. 351-356, 2017.

5) J. H. Won, A Study on the Mandatory Safety Manage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s,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15.

6) Y. G. Kim, “Strengthening the Safety Duty and Obligation 

of Owner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FS”, Review 



해외 유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설계안전성검토 개선 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34권 제6호, 2019년 49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Vol. 62, No. 12, pp. 

30-33, 2018.

7) H. S. Ahn, “Built-in Mechanisms of Clients-Intiativ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 CDM”,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3, No. 4, pp. 297-304, 2011.

8) K. H. Ji and B. J. Choi, “A Study on Safety Improvement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Subject to Design for 

Safety Review”,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Vol. 19, No. 4, pp. 63-76, 2017.

9) J. H. Sung,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sign for 

Safety Manual”,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2017.

10) W. S. Shin, “A System for Assessing Design-for-Safety of 

Construction Project”, Master’s Thesis, Semyung 

University, 2018.

11) J. W. Kim et al., “Analysis of Unit-works for Design for 

Safety in Construction Work : Focus on Construction 

Projects of OO Corporation”, Land and Housing Institute 

Journal, Vol. 7, No. 4, pp. 315-322, 2016.

12) K. J. Lee, “A Study on the Design for Safety Review 

Considering the VE Method”,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Vol. 

19, No. 2, pp. 9-13, 2018.

1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1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sign for 

Safety Business Manual”, 2017.

1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16)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17) D. H. Song, S. K. Yeo and S. S. Go, “Safety Management 

Priority Classified by Participants in Planning & Design 

Stages”, J. Korean Soc. Saf., Vol. 25, No. 1, pp. 50-56, 

2010.

18) D. H. Shin, M. G. Lee, Y. G. Yoon and T. K. Oh,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Public 

Se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ies”, J. Korean Soc. Saf., 

Vol. 34, No. 5, pp. 78-86, 2019.

19) Health and Safety Executiv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20) WSH COUNCIL, “Workplace Safety and Health 

Guidelines Design for Safety”, 2016.

21) K. H. Ji and B. J. Choi, “Study on Designing for Improved 

Safety to Prevent Acci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9, No. 2, pp. 11-23, 2019.

22) https://designforconstructionsafety.org/process-and-work- 

product/, ASCE journal

23) NIOSH, “The State of the National Initiative on Prevention 

through Design”, 2014.

24) The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Work Health and 

Safety Act

25) Safe Work Australia, Safe Design of Structures Code of 

Practice, 2018. 

26)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Guidance on 

the Principles of Safe Design for Work,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