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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was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93 and has brought positive outcome on 

industrial accidents reduction at construction work sites. There were considerable decrease of industrial 

accident ratio and enforcing of contrators' safety organizat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In spite of these positive outcomes, there were some negative 

effects such as contractors' shrinking accident reports to keep good accident ratios since these figures 

had a great impact on pre-qualification stage of bidding when general contractors were competing for 

new construction projects. In addi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which replaces the lowest 

price bid system is applied to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since 2016.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includes construction company's accident rate as one of the evaluation items and 

carries out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of two systems have been called for improvement to unify these different 

procedures and standards which have led business stakeholders to confusion for several years. This 

study aims to devote on lessening shrinking accident reports and to reduce the waste of business 

stakeholders through changing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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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

식 향상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보건 활동과 노력,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

로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여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는 제도 및 정책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1993년에 도입하여 24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발생률 자체만으로는 건설업체의 재해예방활동 

노력을 이끌어 내기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건설공

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Qualification)'

시 점수로 반영하여 건설업체간 영업활동의 경쟁관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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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설재해 감소 노력을 도출하도록 입찰제도와 접목을 

통하여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발생률은 건설업체의 안전보건활

동의 결과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과가 반드시 건설재해예방 노력과 연계하여 나타나

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4년에는 예방

활동 평가지표인 ‘산업재해예방활동평가’제를 도입

하여 재해예방노력도를 평가하는 예방지표를 제도화하

여 그 간의 산업재해발생율 산정제도는 예방지표와 성

과지표를 동시에 평가하는 제도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며, 산정‧평가 대상 건설업체도 국

내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중 토건면허 보

유업체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국내 공공 건설공사 입찰

방식의 근간을 유지하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

사낙찰제’로 개선하여 2016년1월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른 경쟁입찰에 

도입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사회적 책

임’ 평가항목 내 건설업체별 재해율‧사망만인율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는 모든 종합건설업체(약 11,000

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건

설안전지표가 반영되는 대상 건설업체(약 1,000개사)는 두 

가지 제도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 재해율, 사망만인

율)과 산업재해예방활동평가 결과가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제

도에 반영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각 입찰제도별로 반영되는 환산재해율, 재해율‧사망만인율 

산정기준, 대상 건설업체의 범위와 적용되는 입찰 제도간 기

준의 차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여 이해당사자간 수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운영

의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발생률이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시 입

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반영되어 건설공사 입‧낙찰에 영

향을 미치고 있어 건설업체(현장)에서는 재해감소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 외에 공상처리를 통한 산재은폐의 

부작용이 있어왔다.

  산업재해발생율 산정‧평가 제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결과를 입‧낙찰제도에 반영을 제외하자는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 입‧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 재해율‧사망만인율), 산업

재해예방활동평가 제도의 기준이 입찰제도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과 산재은폐의 실태분석을 통하

여 이해당사자간 혼선과 산재은폐의 폐단을 줄이고 제

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활성화 및 안

전관리 수준 제고를 통해 건설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현재 운영 중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적용되는 

‘환산재해율’과 종합심사제에 도입한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 대한 산정기준, 대상범위, 영향성 등

에 대한 분석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

정ᆞ평가제도와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에 연계되어 

건설업체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조건상의 문제점을 분

석하여 제도의 이해당사자간 불합리한 기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산재은폐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도내 기준의 개선을 통한 접근 방

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기존 제도의 적용 기

준상 차이점을 분석하여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여 

입찰제도에 연계되는 건설안전지표의 합리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산업재해발생률 산정‧평가 제도 고찰

3.1.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성과 평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는 1992년에 30대 건

설업체를 대상으로 1991년도에 발생한 재해를 산정하

여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대상 건설업체를 단계적

으로 확대하다가 2004년도에 1,000대 건설업체로 확대

한 이후 지금까지 대상 건설업체 수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시공능력 순위 상위권에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

수준은 1993년도 건설업체별 재해율 산정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2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은 1.90%

로 당시 건설업 전체 재해율과 같은 수준으로 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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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with the construction 

accidents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average converted accident rate of 1,000 

construction companies

  환산재해율 제도를 도입한지 24년이 지난 2015년 건

설업 전체 재해율은 0.75%로 그 간 등락을 보이기는 하

였으나 60.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은 0.51%로 73.2%

가 감소하여 건설업 재해와 유사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건설업 재해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건설업 재해가 증가하는 시기인 2000

년~2004년, 2009년~2012년 중에도 환산재해율은 동

조현상을 보이지 않아 건설업 재해율을 감소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이상 건설업의 재해율 

수준이 0.7%~0.8%대에 정체되어 있고, 환산재해율 또

한 0.4~0.5% 수준에서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활동 등

에 있어서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2.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는 2014년까지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에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지하여 

오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의 결과인 재해율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해감소를 위한 

예방적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4년

도에 법제화하여 2015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환산재해율에 의한 가점 2점을 1점으로 낮추

고 산업재해예방활동평가 점수 1점을 추가하여 반영하

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현장 보유 

건설업체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참여 등 사업주 안

전의식 강화(40점)와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

규직 비율(40점), 안전보건 조직(20점)으로 평가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업체에는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에게는 사업주 안전·보

건교육 참여 등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50점)와 안전보

건 조직(50점) 두 가지 평가지표를 적용 받는다. 가점

을 포함한 총점은 105점이지만 100점을 넘을 경우 

100점으로 평가된다.

  제도 도입 후 2년간의 운영을 통하여 허위서류 제출, 

형식적인 안전보건활동 등의 부분적인 문제점이 보이

기는 하지만 일부 건설업체의 행태를 기준으로 제도 

자체에서 문제를 찾기에는 제도운영 기간이 짧으므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3년 이상의 운영을 거친 후 도출

된 문제점과 성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찾는 것

이 효율적이다. 

3.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건설안전지표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대 종합건설업

체별로 산정된 환산재해율과 산업재해예방활동평가 결

과는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주요 공공 발주기관에 통

보한다.

  조달청의 전자입찰정보시스템(나라장터)에 결과를 

입력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시신인도 평가에 환산재해율 및 

산재예방활동평가 수준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된 점수

를 반영한다<Table 1> 참조.

  해당 건설업체의 재해율이 대상 건설업체 전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1배를 초과하면 가점을 부여받지 못하는

데,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기준에서 평균재해율(또는 

사망만인율)을 2배 이상인 경우 점수를 부여받지 못하

는 기준과 차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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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ades and points of credit rating 

evaluation in Pre-Qualification bid system

Classification Grade Score

Converted 

accident rate

A≤0.20×the average converted accident rate

B.≤0.40×the average converted accident rate

C.≤0.60×the average converted accident rate

D.≤0.80×the average converted accident rate

E.≤1.00×the average converted accident rate

F.〉1.00×the average converted accident rate

+1.0

+0.8

+0.6

+0.4

+0.2

 0.0

Evaluation 

on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A. evaluation point ≥ 90

B. 80≤evaluation point〈90

C. 70≤evaluation point〈80

D. 60≤evaluation point〈70

E. 50≤evaluation point〈60

F. evaluation point〈50

+1.0

+0.8

+0.6

+0.4

+0.2

 0.0

3.4.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지표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의 부작

용과 산업재해를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가격뿐만 아

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낙찰제로서 2016년부터 도입하였다.

  평가항목은 일반공사 기준으로 심사분야는 공사수

행능력(50점), 입찰금액(50점), 계약신뢰도(감점)으

로 구성되고,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에 전문성(30점), 

역량(20점), 사회적책임(가점 1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책임은 건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되, 평가항목은 건설인력 고용(0.2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0.2점), 지역경제 기여도(0.4점) 이다.

  여기서, 건설안전지표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평가항

목이며, 각각 0.1점의 배점으로 구성되며, 해당 건설업체의 

재해율 또는 사망만인율이 대상 건설업체 전체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는 점수를 부여받지 못한다<Table 2> 참조.

<Table 2> Score in construction safety index of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Safety

index
Score(calculation method)

Accident rate

(%)

0.1(Score) - 1/2 ×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of the company÷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 When the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of the 

company is equal to or above 2 times of the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the score is 0)

Fatality rate

(‱)

0.1(Score) - 1/2 × (Weighted average fatality rate 

of the company÷ Weighted average fatality rate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 When the weighted average fatality rate of the 

company is equal to or above 2 times of the 

weighted average fatality rate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the score is 0)

  종함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건

설안전 지표간 가장 큰 차이는 가중치 부여 개념에서 

찾을 수 있는데, PQ에 반영하는 환산재해율은 사망재

해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된 재해율로 산

정하는데 반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지표에서

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동등한 배점으로 구성하여 

사망재해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없는 평가지표이다.

4. 산업재해발생률  산정‧평가 기준 분석

4.1.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건설업체 범위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평가 제도의 대상 건설

업체는 2004년 이후 국내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1,000대 건설업체로만 한

정한 근거(고용노동부 고시 등)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선

정에 대한 근거제시 요구와 대상 건설업체 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상 확대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건설업체를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거하여 시공능

력평가액 등급별로 공사배정 규모가 7개 등급으로 구

분되어 차별 적용되고 있는데 <Table 3>에서와 같이 

5등급에 해당하는 건설업체(2015년 기준 640개사) 

중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는 환산재해율 및 산업

재해예방활동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1,000위를 초과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가점을 

부여받지 못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Table 3> Grades for construction capacity based 

with general evaluation value of construction 

companies(2015)

Grade
Evaluation Value

(Civil & Building)
Ranking

Number of 

companies

계 2,611

1 
equal or above 500 billion 

won
1st~52nd 52

2 
equal or above 100 ~ 

below 500 billion won
53rd~196th 144

3
equal or above 50 ~ 

below 100 billion won 
197th~406th 210

4
equal or above 30 ~ 

below 50 billion won
407th~718th 312

5
equal or above 18 ~ 

below 30 billion won
719th~1,358th 640

6
equal or above 12 ~ 

below 18 billion won

1,359th~1,992n

d
634

7
equal or above 8.2 ~ 

below 120 billion won

1,993rd~2,611s

t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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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기준을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정가격 50

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

의 심사항목에도 차용하여 적용하고 있어 시공능력순

위 1,000위를 벗어나는 건설업체에서는 가점에 미부여

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에도 신인도 평가에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에 따른 심

사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시

설공사의 적격심사시에도 환산재해율을 평가점수로 반

영하고 있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

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규모 종합건설업체에서는 

환산재해율에 따른 평가 점수를 일부 건설업체만 부여

받는데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건설업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우선 조건은 대상 건

설업체간 가점부여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 건설공사 입‧낙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평가기준 중 환산재해율을 제외하고는 일

부 건설업체에만 적용하는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평가

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건설업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다.

4.2. 환산재해율 제도와 산업재해은폐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도입이후 주요 문제

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산업재해 은폐(공상처리) 문제

를 들 수 있다. 

  건설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영업이익율이 낮

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대외적으로 안전한 건설업체라

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소속 건설현

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은폐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세욱(2015)에 의하면 건설현장 안전관계자의 

82%가 재해율 산정‧평가가 공상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상처리가 가능한 재해 수준은 

62%가 요양기간 4주(28일) 이하인 경미한 재해가 가

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건설업체는 공공 건설공사 입‧낙찰제도에 반영되

기 때문에 산재은폐를 시도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향후 

협력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반영하는 대형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산재은폐를 시도하

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발생률 제도운영에 따른 건설업체의 능동적

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산재은폐로 인한 근로자, 현장 관

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

구된다.

4.3.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사업주책무 범위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제기하는 사안 중 하나가 업무상 질병을 특정 건

설업체의 재해로 반영하는 기준이 부당하다는 건설업

계(현장)의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현장에서 반복적

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진폐증의 경우 재

해자수 제외 기준을 반영하여 진폐증 재해자는 환산재

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이환자의 사업주 책임범위에 대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재직중인  이상

길 산업의학전문의와 인터뷰 결과 진폐증 외에도 석면에 

의한 질병이나 직업성 암, 작업관련성 요통, 소음성 난청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도 특정현장에서 단시간의 노동으

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사한 작업

을 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

로 특정 현장의 작업환경이 결정적인 발병 원인으로 단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생활습관과 일상생활 속에서

도 발병의 원인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재해가 발

생하기 전까지 근무하였던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 또는 

동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발병원인에 

대하여 사업장, 작업내용, 근무강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여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근

로자가 발병하였다고 하는 특정 시점의 사업장의 사업

주에게 발병의 모든 책임을 묻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발병이전 사업장들의 

근무이력과 작업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는 시점의 사업장에서 기인한 원인이 적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발병하였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

막 근무하였던 사업장에 책임을 묻거나 이전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 사업장중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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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책임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하

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 요양승인의 절차가 건설업체ᆞ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발병의 원인을 정량적으로 나누어 책임을 묻

는 기준 도입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중 장기간 반복 작업 또는 유사

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할 개연성이 높은 ‘작업

성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진동장해’ 등은 특정 현장의 사업주의 책임으로 반

영하기보다는 사업주 책임을 감경하는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요양승인 된 건설업 업무

상 질병 재해자는 <Table 4>에서와 같이 3,316명으로 

연평균 663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성 요통 재

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재해자의 43.5%

인 1,444명(연평균 289명)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나 ‘비사고성‧작업

관련성 요통’과 같이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75.2%인 2,494명(연평균 499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업무상질병 재해자수 산정시 유일하게 제외하고 있는 

‘진폐’재해자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재해 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juries by workrelated deseases from 

the year 2010 to 2014

Factor Total
Share

(%)

fatality by 

desease

injury by 

desease
Total 3,316 100.0 237 3,079

accidental backache 1,444 43.5  -  1,444 

excessive work burden 568 17.1  -  568 
non-accidenatl

·workrelated backache
482 14.5  -  482 

pneumoconiosis 262 7.9  17  245 

cerebrovascular diseases 223 6.7  109  114 

 cardiac disorder 77 2.3  70  7 

noise induced deafness 49 1.5  -  49 

virus 42 1.3  6  36 

mental disease 28 0.8  4  24 

physical effect 25 0.8  6  19 

workrelated cancer 22 0.7  11  11 

asbestos 16 0.5  9  7 

carpal tunnel syndrome 16 0.5  -  16 

Abnormal atmosphere 16 0.5  -  16 

workrelated diseases, etc 16 0.5  4  12 

occupational skin disorder 13 0.4  -  13 

organic compound, etc 7 0.2  1  6 

occupational disease, etc 5 0.2  -  5 

vibration disease 2 0.1  -  2 

occupational asthma 1 -  -  1 

liver disorder 1 -  -  1 

benzene 1 -  -  1 

4.4. 종합심사낙찰제의 재해율ᆞ사망만인율

  환산재해율과 비교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의 재해율‧사
망만인율 산정 기준에 있어서 일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종합심사낙찰제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에는 ‘업무상질병 재해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간의 환산재해율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업무상질병의 발병 원인 제공자를 산업

재해 요양 신청‧승인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책임(재

해자수 반영)을 묻는 현행 기준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

견이 상충되고 있어 새롭게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 재

해율‧사망만인율 제도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환산재해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신인도 평가시 해당 건설업체의 3년 가중평균 

환산재해율이 1,000대 건설업체 3년 가중평균 환산재

해율의 1배를 초과하면 점수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종합신사낙찰제 재해율‧사망만인

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의 3년 가중

평균 재해율‧사망만인율이 대상 건설업체 전체의 3년 

가중 평균 재해율‧사망만인율을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만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

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5.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평가제도의 대상 건설

업체의 범위, 재해자 반영기준, 재해율 산정방식 등이 

입찰제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게 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인 건설업체들의 혼선 및 행정 부담 등의 문제점을 최

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입·낙찰제도에 반영함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은폐를 최

소화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건설업체의 범위를 현행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에서 조달청 등급

별 유자격자명부(전체 7등급)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모두 포함(2015년도 기준 2,611개사)하거나 1,000위

권에 해당하는 5등급이내 건설업체(2015년도 기준 

1,358개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대상 건설업체의 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상 건설업체간 산업재해발생

률 및 산재예방활동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상대적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단계적으로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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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dex
Score(calculation)

Accident rate

(%)

0.03(Score) - 0.015 ×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of the company÷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 When the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of the 

company is equal to or above 2 times of the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the score is 0)

Fatality rate

(‱)

0.17(Score) - 0.085 × (Weighted average fatality rate 

of the company÷ Weighted average fatality rate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 When the weighted average fatality rate of the 

company is equal to or above 2 times of the weighted 

average fatality rate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the score is 0)

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대상

은 평가의 효과성이 검증된 이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되, 평가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율, 사망

만인율, 산재예방활동평가 결과를 각각 점수(지수)화하

여 평가하는 방안이다.

<Table 5> Grades for construction capacity based 

with general evaluation value of construction 

companies(2015)

Classification

companies

within

ranking 1,000

companies

over

ranking 1,000

Total Score 100 60

Score of accident rate 10 10

Score of fatality rate 50 50

Score of evaluation on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40 -

  셋째, 사고성 부상재해 중 경미한 재해로 볼 수 있는 

요양기간 28일 이하의 부상재해는 산업재해발생률 산

정시 감경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해자수를 현행 1명에

서 0.2명으로 감경하면 공상처리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

재해 은폐 감소는 근로자의 권익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장기간 누적된 발병 원인에 

기인하였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

한 사업주의 책임을 50%만 부과하거나 제외하는 방안

으로 업무상질병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사고성 부상재

해에 비하여 낮추거나 재해자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재해율‧사망만인율 산정시 반

영하고 있지 않는 업무상질병 재해자를 포함하되 환산

재해율 산정기준과 일원화하여 제도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지표의 개선방안으

로 우선 재해율‧사망만인율 산정 기준에서 재해율과 사

망만인율이 동등한 배점 비율로 반영되어 사망재해의 

중대성이 희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점기준을 사고성(부상)재해율와 사망만인율 배점을 

1:5로 반영하는 방안을 [Table 6]과 같이 제안한다.

<Table 6> Score in construction safety index of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Proposal)

  이상과 같이 건설재해발생률 산정 및 평가제도에 대

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건설재해발생률이 현실적 수

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건설업의 안전제고를 활

성화 할 수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간 업무 효율화 및 

갈등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안전 보건활동에 대한 노력

과 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자율

적인 안전 보건활동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통해 건설재해 발생에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론

  건설재해발생률 산정 및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이 마련되면 건설재해발생률이 산정기준 및 절차가 합

리적으로 관리되어 그간의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

모되었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보

건 역량강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도관련 이해당사자간 업무 효율화 및 갈등

요인을 최소화를 통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신

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은폐로 인하여 불이익의 여지가 많았던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의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안전 보건활동에 대한 노

력과 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자

율적인 안전 보건활동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수준 제고

를 통해 건설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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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

설업체의 자율적인 활동 확산을 독려하고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설안전보건 수준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서 자

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본 취지인 사업주의 안

전․보건관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훼손하지 않는 수준

을 유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수용도를 증진

시키고 제도가 건설산업의 일부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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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규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공학

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안전연구실

에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

는 건설안전중 가설구조물 안전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