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사망만인율이 높은 건설업의 사고사망을 감소시키

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건설업의 사고사

망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업의 사

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산재예방 정책의 새로운 패

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1), 다

양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에는 건설업 산업재

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핵

심 내용이 반영되었다2). 건설업 분야의 핵심내용은 건

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가 처음으로 도입

된 것으로 총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

자가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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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uty of construction clients in WSH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ystem 
was included in the amend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d on 16 
January 2020), which was estimated the shift of paradigm i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analysis results of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the construction project, which were performed by authors 
over the recent years in order to impose the duty on construction clients, and to suggest 
their role according the plan,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Utilizing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rocess based on Meta analysis, the related papers were selected. For 
the selected papers,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and other prominent 
report, the construction clients’ role was analyzed by reflecting the experts’ advice. 
Results show that the construction clients should control the designer and contractor for 
implementing the WHS system during the whol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They 
should supply sufficient source and time to ensure the workers’ safety. In the plan stage, 
the key role of construction clients is to identify intensively controlled hazard and risk 
reduction plan and to transfer the results. In the design stage, their key role is to select 
the designer with the capacity in WSH and to assist the designer for the safety design. The 
main key role of construction clients in the costruction stage is to select the contractor 
with specialty in WSH including a contract reflecting the WSH requirement and to check 
implementation of WSH plan, WSH cost, WSH education, and accident report.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 construction clients’ participations in the site WSH activity and 
adjustment of safety and health problem among contractors can be effect i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Key Words : construction clients, accidents, role, plan stage, design stage, constru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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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할 역할과 의무가 규정되었다.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단계로 구별되어지며, 

작업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하는 단계는 시공단계

이지만,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

는 것이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최근 건설기술진흥법에 설계안전성(DfS, Design for 

Safety)검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시공 이전 단

계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근본적인 유해⋅위험요

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설계자에게 

안전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

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예방적 

역할은 시공 단계의 근로자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공단계에

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 책임지는 자는 시공자이

나, 발주자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설정 등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므로 발주자의 시공단계 안전보건관리 

참여는 시공단계의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2000년도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를 건설현장 안전보

건관리 주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

에서 진행되었으며9-11), 본 논문의 저자들도 산업안전

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연

구를 진행했었다. 건설공자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하

기 위해 발주자에게 작업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였

으며6), 이 후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을 분

석한 후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의무와 수행 

매뉴얼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Fig. 1). 

본 논문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

Fig. 1. Research process for inducing construction clients’ duty.

해 진행되었던 연구 내용 중 건설공사 발주자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의 역할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건설공

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을 분석

함에 있어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해외 연

구결과를 메타 PRISMA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

으며, 국내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단계별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발주

자의 역할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단계

별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논문 외에 국외의 주요 논문들을 검토

하였다. 기존 연구로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분

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정량적 방

법인 메타분석이 활용되었다. 문헌 고찰을 하는 방법과 

순서는 Fig. 2와 같이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12)에서 제시된 

방법을 근거로 하였다.

Fig. 2. Flow of information through the different phases of a 
systematic review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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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에서 도출한 건설공사 발주

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 외에 국내⋅외 관련 제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건설공

사 발주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Fig. 3). 체계적인 자료 

고찰에 있어 Fig. 2에 제시된 방법을 응용하여 적용하

였으며13).

기존 연구결과로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CDM14)이 제정된 1994

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과 관련된 

주요 해외 저널에 대해 핵심어 검색을 실시하였다(1단

계 조사). 조사 대상 저널은 안전보건 분야 저명 저널인 

“Safety Science”, “Journal of Safety Research”,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등이 선정되었다. 대상 저널에

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검색어는 

“client”, “owner”, “construction safety” 등으로 제목, 요

약 등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의 경

우 건설관리 분야에서 건설안전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

되므로 건설관리 분야에 저명한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도 조사 대상 저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저널에서 자

료를 취득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검색어는 “client”, 

“owner”, “role”, “health and safety”, “safety management” 

이다. 다만, 학술대회 논문은 전문가 심사(peer-review) 

과정이 없으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5). 

1단계 조사로 선택된 논문 중에서 중복된 논문과 건

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는 논문들을 

제외한 후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논문들을 선정하였으며(2단계 조사), 선정된 논

문들의 참고문헌에서 관련된 논문을 보완하여 최종 논

문들을 선정하였다(3단계 조사). 또한, 선정된 논문에 

국내 건설산업 특성과 해외의 발주자 선도 안전보건관

리체계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반영하

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

행 지침15)”, “CDM2015(영국)16)”, “EU-Council Directive 

92/57/EEC17)”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The Business 

Roundtable18)” 도 자료 수집 대상으로 반영하였다.

3.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역할 분석 및 제안

메타분석 결과, 선정된 논문과 참고문헌으로부터 보

완된 논문은 총 19개이며4,5,8,19-34), 국내외 관련 규정과 

보고서를 보완15-18)하여 사업단계별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역할을 제안하였다. 먼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논문, 규정, 문

Fig. 3. Research methodology.



건설공사 발주자의 계획, 설계, 공사단계 안전보건관리 역할 분석

한국안전학회지, 제35권 제3호, 2020년 27

Table 1.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whole construction process

Role Reference

Manage the overall workplace safety and health 
(WSH) work done by construction participants in 
the whole construction process

16), 17), 19), 
20), 21)

Provide sufficient construction period and source in 
managing construction process.

8), 16), 18), 22), 
23), 24), 25), 26), 

27), 28), 29), 

Appoint safety and health experts which can advise 
clients or implement WSH work commissioned by 
clients.

19), 26), 30), 31)

헌 등을 분석한 결과(Table 1),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설계자와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

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근

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와 자원 

등을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

라고 판단된다.

3.1 계획단계

계획단계의 발주자 역할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

면 Table 2와 같으며,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

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도식화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자료분석 결과로부터 사업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당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의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

Table 2.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plan stage

Role Reference

1) Investigate hazard and risk reduction measures which 
considered intensively (Identify anticipated major 
hazard and risk reduction plan).

15), 19)

2) Define the object, expectation, and responsibility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WSH) for the project. 15)

3) Seek advice from safety and health experts about role 
1) and 2).

31)

Fig. 4.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plan stage.

한, 현재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분야의 전

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정의하기 위해 유사 

건설공사의 문서를 검토하고, 안전보건전문가의 자문

을 받으며,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목표, 참여자

의 역할과 책임 등을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Fig. 4에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계

획단계 발주자 의무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를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3.2 설계단계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설계발주, 설계시행, 설

계완료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

며, 결과를 도식화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먼저, 설

계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은 안전설계

(DfS)가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가진 설계

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량을 가진 설계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

가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가 안전한 설계

를 수행하도록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발굴한 유해⋅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한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설계시행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중요한 역할

은 설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이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설계가 시행

Table 3.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design stage

Role Reference

[Design bidding stage]

1) Make design requirement for WSH* based on the 
anticipated hazard and risk reduction plan which is 
identified in the plan stage.

15), 16)
19), 32)

2) Select competent designers in WSH. 4), 16) 32)

3) Seek advice from safety and health experts about role 
1), 2). 15)

4) (if necessary) Select competent safety coordinator or safety 
supervisor. 16)

[Design implementation stage]

5) Give guideline about hazard identifying, risk estimation 
and reduction plan to designers. And, supply information 
about site and similar project.

15), 16), 
33)

6) Prepare and manage about safety and health file 16)

7) Support and adjust WSH problem in making design 
documents reflecting design for safety(DFS).

5), 15), 16)

[Design completed stage]

8) Review results of DFS (considering WSH) and prepare 
information supplied to contractors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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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 초기에 기본안전보건

대장 등을 통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

해⋅위험요인과 위험성 평가와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제공한 정보가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계

완료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최종 설계도서가 안

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결과

를 승인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설계과정에서 고려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정보를 전

달 목적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3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의 시공단계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분석하여 공사발주, 공사착공 전, 공사시행, 공사완료

단계로 나누어 Table 4에 나타냈다. 또한, 시공단계별 

발주자의 역할을 법적인 내용 포함하여 Fig. 6에 도식

화하여 나타내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발주 단계 

핵심 역할은 안전보건 역량을 갖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발주자는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시

공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고, 입찰설명서에 설계단

계에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안전

보건 요구사항과 기대 안전성과를 반영하여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

공사 발주자가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외부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 분야에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Table 4.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construction stage

Role Reference
[Construction bidding stage]

1) Reflect WSH information in bidding documents 
(bidding manual).

 - Hazard and risk reduction measures
 - Requirement of safety and health, expected safety 

performance

24), 32), 18)

2) Select competent contractors in WSH/ reflection of 
safety requirement(contract).

8), 18), 24), 27)
28), 32), 34) 

3) Reflect WSH item in evaluating contractors. 8), 18), 24), 34)

[Construction pre-implementation stage]

4) Supply WSH guide to contractor. 15), 16), 18)
24), 26), 28)

5) Give DFS results and construction information to 
contractors for using making hazard reduction and 
safety plan.

15, 16)

6) Review and notification hazard reduction plan. 15)

7) Review and notification safety plan. 15)

[Construction implementation stage]
8) Check and inspect implementation of WSH plan 

(hazard reduction plan. and safety plan)
15), 18), 19),
24), 26), 32)

9) Review conformity of appropriateness about the 
change of WSH plan and reflect results.

15)

10) Adjust contractors’ work for implementation of 
changed WSH plan.

15)

11) Give advice to contractors in implementation of 
WSH plan 15)

12) Give the cost used WSH implementation. 8)

Fig. 5.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desig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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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낙찰 후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공사착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자가 사전에 유

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역할

이며, 시공자가 설계에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과 위

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여야 된다고 판단

된다. 또한, 발주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성을 지원

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

보건대장 등과 같이 관련 정보와 공사 시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수행할 핵심 

역할은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발주자 선도의 안전보건시스템의 정착

을 위해서는 발주자는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산

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시공자가 수립하도록 

하며,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것은 발주자의 중요한 역

할이라고 판단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중 변경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 확인하는 역

할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변

경할 때 건설공사 발주자는 변경 계획의 적정성을 검

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시공방법 변경, 공사비 및 공기 변경과 같이 근로자

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

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공

사비 및 공기 변경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

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현장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건설공사 

사고예방의 핵심 역할로 분석된다. 발주자는 현장 안

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여부

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완료 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의 안전

보건 관련 문서(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

기까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취

합하여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관된 문

서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와 유지관리

에 활용될 수 있다.

Fig. 6.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constru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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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역

할을 분석하고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발주자가 수

행할 역할을 제안하였다. 메타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관련 논문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규정과 문헌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

별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총괄 주체로 근로자의 안전보

건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공기와 자원 등을 설계자

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업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점적으로 관리

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

하고 정의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발주단계에서 안전보건 역량을 가진 설계자를 선

정하고, 설계시행단계에서 설계자가 근로자 안전을 고

려한 설계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설계완료단계에서 

최종 설계도서가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

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승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2. 건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발주단계 핵심 역할은 안

전보건 역량을 갖춘 시공자 선정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고,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반영한 입찰설명

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해

야 된다고 판단된다. 건설작업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공

자가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

소대책을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단계에서 시공자의 안전보건조

치 이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분석되었다. 

3. 건설공사 발주자가 현장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건설공사 사고예방의 핵심 역할로 

분석되므로 발주자는 현장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공방법 변경, 공사

비 및 공기 변경의 문제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공사비 및 공기를 

변경하여 사전에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발주

자의 의사결정 권한에 수반되는 발주자 역할이라고 생

각된다.

해외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핵심 역할 중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핵심 

역할은 안전보건 분야에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

를 선정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공공 발주공사의 시

공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가점으로 안전보건 분야의 

점수가 일부 반영되나, 실효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

다. 향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설

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근거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건설현장의 중대사고 감소에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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