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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문건설 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구축·운용은 안전시스템 도입과 운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

리고 건설 안전 분야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및 정착으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쉽

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문헌을 조사·검토하고 실태 등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 업체와 인증 취득 후 사후심사 및 연장심사

를 이행 중인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핵심용어: 전문건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문화, 안전분위기, KOSHA 18001, KOSHA-MS

ABSTRACT

The introduc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specialized construction companies have a 

problem incurred in the cost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safety system.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system 

to build a safety system, obtain a certification, and settle in a harsh environment that does not have technical personnel in construction 

saf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analyze various research trends such as the actual situation. Through this, it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level of specialize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want to build and obta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are carrying out the post-assessment and 

extension examination after obtaining the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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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업 안전 관리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 관리가 있다. 하드웨어 안전장비 중심의 접

근과 교육 및 훈련 등 작업자 태도에 대한 접근이다. 둘째, 팀 ․ 반장 중심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있다. 위험성 평가 

활동을 기반으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접근이다. 셋째, 작업자 중심의 안전 관리

이다. 작업자 중심의 안전 인식과 안전 행동인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 안전제일의 의식과 신념, 태도, 습관, 공유 및 배

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의 안전문화(Safety Culture) 조성이다(Lee, 2015). 

위의 분류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관리 사례로는 안전장비, 안전모, 안전화, 교육 및 훈련 등의 안전 관리 활동

이 건설 현장에 정착이 되었다. 팀 ․ 반장 중심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의 사례로는 대형 종합건설사 주도로 운영되어 오고 있

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종합건설사 자체 안전 Process 도입 및 정착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국내 종합건설사와 전문

건설사를 중심으로 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 종합건설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장의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

하여 안전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건설안전 관리는 건설 현장에서 3가지 분류의 안전 관리 활동이 동시에 조화롭게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계 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융합된 일체형 안전 활동으로 위험으

로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다양한 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 

정부의 건설업 안전보건 정책 방향도 건설업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이 자동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 사업의 작업환경 및 조건은 재래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 작업자들이 

직면하는 위험도 매우 높다(Song, 2014). 국내 건설 산업의 작업환경 및 조건은 글로벌화, 초고층화, 첨단화로 대형, 복잡해

지고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최저가 입찰제, 노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안전관리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

정이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최고경영자 및 사업주는 안전을 최우선 중요 가치로 생각한다며 안전제일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

다. 그러나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취득 시 인증 취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과 건설 안전 분야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환경과 공사금액이나 품질, 공기 등의 문제로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

지 않고 매년 신규 인증 업체 증가 대비 안전보건공단 담당 인력의 정체로 전문건설 업체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렵게 인증을 받고도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 연장 심사 시 최소한의 평가점수만 유지하자는 의식으로 안전보

건경영시스템 안전 활동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데 있다.

2.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내 동향

2.1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경과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최고 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 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하는(Plan-Do-Check-Action) 체계이다.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1999년 위

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6월 24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ISCO 

2000 Program 운영 규칙 제270호를 제정하였고. 2000년 1월 KOSHA 2000 Progra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0년 11

월 24일 인증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3년 2월 20일 KOSHA 18001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건설업 KOSHA 18001을 사용하게 되었다. KOSHA 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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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했다. 2018년 3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 규격(ISO 45001)을 공표함에 국제 표준 시행에 따라 기존

의 KOSHA 18001에 국제 규격(ISO 45001)을 반영한 신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용은 인증을 취득한 최근 3년간 건설업 인증 사업장의 평균 사망만인율이 1,000대 건설업체 평

균 사망만인율의 2/3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9).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

전 활동과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가능하며, 운영주체가 현장 팀 ․ 반장으로 작업

자 참여를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함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경영

의 한 축으로 운용 기업의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2.2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연구동향

2.2.1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현황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현황은 전문건설업에서 200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123개 전문건설사가 인증을 

받았고 그 중 취소 ․ 반납이 48개 사로 75개 전문건설사가 인증 유지되고 있다(Table 1). 종합건설사에서는 2002년부터 2019

년 1월까지 30개 종합건설사가 인증을 받았고 그 중 취소 ․ 반납이 8개사로 22개 종합건설사가 인증 유지되고 있다(Table 2). 

또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인증을 받고 중지 ․ 취소 ․ 반납 ․ 유지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총 인

증기관 및 업체 1,831개소 중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체는 108개소로 전 업종 인증기관 및 업체 대비 5.9%로 분

석된다.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토건) 산정 종합건설사 총 3,043개 대비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종합건설

사 수는 22개로 0.73%로 분석된다. 미 인증 종합건설사 수는 3,021개로 99.27%로 분석된다. 

인증을 받은 국내 종합건설사 22개 중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토건) 10위권 내의 종합건설사는 8개로 인증 유지되

고 있다.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리스트

Table 1. List of certified companies in Korea's professional construction industry (2019.01.01)

NO 년도 회사명 NO 년도 회사명 NO 년도 회사명

1 2007 대영GEC 26 2012 삼영기업 51

2017

삼원중공업

2
2008

세보엠이씨 27

2013

하람TSI 52 우선이엔씨

3 우진아이앤에스 28 제일기건 53 김앤드이

4

2009

한양이엔지 29 중원엔지니어링 54 광건티앤씨

5 삼호개발 30 구보공영 55 덕밀플러스건설

6 대전사 31 한수테크니컬서비스 56 대성네트웍

7 세일이엔에스 32

2014

JMS건설 57 미주계전

8

2010

미동이엔씨 33 VSL코리아 58 우주텔레콤

9 대신기공 34 준제이엔씨 59 대평건설

10 정도설비 35 한은이엔씨 60 보림토건

11 GS네오텍 36 인창기건 61 신성이엔지

12
2011

유한기술 37
2015

장원조경 62 이월그리텍

13 광장이엠씨 38 성도이엔지 63 한인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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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certified companies in Korea's professional construction industry (Continued) (2019.01.01)

NO 년도 회사명 NO 년도 회사명 NO 년도 회사명

14 해성기공 39 태룡토건 64 동아지질

15 제일공사 40 일우건설산업 65 (합)조광

16 우일정보기술 41

2016

성보씨엔지 66 청암기업

17 금양산업개발 42 삼아에코빌 67 올레건설

18 메인테크플랜트 43 무경설비 68

2018

전통

19 세방테크 44 성지공영 69 남양에스티엔

20

2012

범한정수 45 용호기계기술 70 신동양기업

21 화인메컨 46 케이세웅건설 71 제일정보통신

22 원방테크 47 두원이에프씨 72 설악이앤씨

23 가야ESC 48

2017

이앤에이치건설 73 블루엔이

24 에스비테크 49 도양기업 74 삼호건영

25 아천건설 50 국제광엔지니어링 75 지앤에스기술

 ※ 총 인증기업 123개사 중 취소 및 반납 48개사(39%)제외, 인증기업 75개사(61%)

Table 2. List of certified companies in Korea's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2019.01.01)

NO 년도 회사명 NO 년도 회사명 NO 년도 회사명

1
2002

롯데건설 9
2010

한화건설 17
2015

삼성물산_건설부문

2 태영 10 현대산업개발 18 SK건설

3 2003 포스코건설 11

2012

경남기업 19 2016 SK티엔에스

4 2005 한진중공업 12 동부건설 20 2017 대보건설

5
2007

고려개발 13 삼성ENG 21
2018

현대건설

6 두산건설 14 신세계건설 22 대림산업

7 2008 쌍용건설 15
2015

대우건설
　

8 2009 GS건설 16 금호산업

 ※ 총 인증기업 30개사 중 취소 및 반납 8개사(27%), 인증기업 22개사(73%)

2.2.2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연구동향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인증 시스템 연구와 비교해도 양적측면과 질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현장의 실질적인 작업 운용 주체인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 도

입 동기와 운용의 장점, 개선방안, 구축 방법론, 운영실태, 실효성제고, 실행력 향상,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현재까지 발간된 문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수집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1. 주제 구분에 의한 동향연구, 2. 안전시스템 구성요소 구분에 의한 동향연구, 3. 신(新) KOSHA-MS 비교

Table 3. 주제 구분 선행연구 분석, Table 4. 안전시스템 구성 요소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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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Study on the Trends of Topic Classification [Legend : ● Apply, ◎ Overlap]

주 제

주제 구분

개
선 
방
안

운
영
실
태

실
효
성
제
고

실
행
력
향
상

사
례

성
과

기
타

1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실태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

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 건설업을 중심으로 ◎ ●

3 건설업 KOSHA 18001 시스템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연구 ●

4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태조사 및 성과에 대한 연구 ● ◎

5 건설안전경영시스템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

6 건설업의 KOSHA 18001 적용사례 연구 : 현장활동 수준분야 중심으로 ●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전문건설업체 도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

8 건설현장 안전관리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활동 개선에 관한 연구 ●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용분석 ●

10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1 건설업 KOSHA 18001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12 외부 심사원을 통한 건설업 kosha 18001 활용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3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성숙도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14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행개선 및 효과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

16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의 성숙도 평가에 관한 연구:u-안전서비스를 중심으로 ●

17 건설업 KOSHA 18001 활용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8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효성에 관한 연구 ●

1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태조사 및 실효성에 대한 연구 ◎ ●

2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의 영향요소 별 가중치적용에 대한 연구 : 건설업을 중심으로 ●

2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

22 KOSHA 18001, OHSAS 18001 -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인증비교 ●

23 SWOT/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

24 설문조사를 통한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효성에 관한 연구 ●

2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6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안전활동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7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특징과 적용 사례 연구 ●

28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과 재해예방효과 ●

29 건설업 KOSHA18001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30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

31 건설업 협력회사 안전수준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32 안전보건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33 건설업 KOSHA 18001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

3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KOSHA 18001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35 국제표준 경영시스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36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적요인이 안전보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37 안전문화와 KOSHA-18001 추진을 위한 제언 ●

38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휴먼에러 요인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성과 영향 연구 ●

39 게임이론을 이용한 안전보건 활성화 방안 연구 ●

소 계 7 6 7 3 2 5 14

합 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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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Table 3,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요소는 ‘개선

방안, 실효성 제고, 운영 실태’로 분석되었다. 안전시스템 도입 초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연구에

서 현재는 ‘실효성’ 요소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건설업 사례 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 Topic classification analysis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선행연구는 인증심사 시 위험성평가 등 중부적합 항목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한 연

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용주체인 작업반장 등 경부적합 요소에 대해

서는 연구 진행이 미미하거나 아예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rend study by classification of safety system components [Legend : ◎ Apply]

NO 분야 순환
항목

번호
항목

선행 

연구
NO 분야 순환

항목

번호
항목

선행 

연구

1

가. 안전 

보건 

경영 

체계

P

4.1 일반원칙 ◎ 22

나. 현장 

분야

P

0 일반원칙 　

2 4.2 안전보건 방침 ◎ 23 1 현장 안전보건방침 　

3 4.3 계획수립 　 24 2 안전보건 목표 　

4 4.3.1 위험성 평가 등 ◎ 25 3 계획수립 　

5 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
　 26 3.1 위험성 평가 ◎

6 4.3.3 목표 ◎ 27 3.2 안전보건관리 예산 　

7 4.3.4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28 3.3 안전보건계획 수립 　

8

D

4.4 실행 및 운영 ◎ 29

D

4 안전보건계획의 실행 　

9 4.4.1 구조 및 책임 　 30 4.1 현장조직 및 책임 　

10 4.4.2 교육, 훈련 및 자격 ◎ 31 4.2 안전보건교육 ◎

11 4.4.3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32 4.3
의사소통회의

(위험성평가 회의 등)
　

12 4.4.4 문서화 ◎ 33 4.4 현장문서 및 기록관리 ◎

13 4.4.5 문서관리 　 34 4.5 안전보건재해예방활동 　

14 4.4.6
안전보건활동 

(운영관리)
　 35 4.6

비상시 조치계획 및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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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에서 2018년 3월 국제 규격(ISO 45001)을 공표함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국제 표준 시행에 따라 기존의 

KOSHA 18001에 국제 규격(ISO 45001)을 반영한 신(新)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

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체계를 반영하고 또한 ISO45001에는 반영되지 않은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경영자 ․ 관리자 ․ 노동자 면담 평가 등 KOSHA 18001만의 장점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현장 적용

성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세분화를 적용하였다. 셋째, 사고 사망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도록 재해율 기준 인

증 취소 요건을 사고 사망만인율로 변경을 했다. 넷째,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증 기준, 심사비, 심사 일수를 세분화하고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증 기준을 추가했으며 심사비를 감면했다.1) 또한 20인 미만 사업장 및 3만 2,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심사 일수를 제정했다(Table 5).

Table 5. KOSHA-18001 vs. KOSHA-MS

KOSHA-18001 KOSHA-MS

NO 분야 순환
항목 

번호
항목 NO 분야 순환

항목 

번호
항목

1

가. 안전 

보건 경영 

체계

P

4.1 일반원칙 1

가. 안전 

보건 경영 

체계

P

4 조직 상황

2 4.2 안전보건 방침 2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3 4.3 계획수립 3 4.2 근로자및이해관계자 요구사항

4 4.3.1 위험성 평가 등 4 4.3 적용범위 결정

5 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 5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6 4.3.3 목표 6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7 4.3.4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7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8

D

4.4 실행 및 운영 8 5.2 안전보건방침

9 4.4.1 구조 및 책임 9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10 4.4.2 교육, 훈련 및 자격 10 5.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11 4.4.3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11 6 계획수립

12 4.4.4 문서화 12 6.1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13 4.4.5 문서관리 13 6.1.1 위험성평가

14 4.4.6 안전보건활동(운영관리) 14 6.1.2 법규 및 그밖의 요구사항 검토

15 4.4.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5 6.2 안전보건목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년6월호[통권358호] 22P 23P.

Table 4. Trend study by classification of safety system components (Continued) [Legend : ◎ Apply]

NO 분야 순환
항목

번호
항목

선행 

연구
NO 분야 순환

항목

번호
항목

선행 

연구

15 4.4.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36 C/A 5 평가 및 개선 ◎

16

C

4.5 점검 및 시정조치 ◎ 37

다. 안전 

보건 

경영 

관계자 

면담

본사
1.1

최고경영자와 

경영층(임원) 관계자
◎

17 4.5.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38 1.2 본사 부서장 　

18 4.5.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39

현장

2.1 현장소장 ◎

19 4.5.3 기록 　 40 2.2 관리감독자 ◎

20 4.5.4 내부심사 ◎ 41 2.3 안전관리자 ◎

21 A 4.6 경영자 검토 ◎ 42 2.4 작업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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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OSHA-18001 vs. KOSHA-MS (Continued)

KOSHA-18001 KOSHA-MS

NO 분야 순환
항목 

번호
항목 NO 분야 순환

항목 

번호
항목

16

C

4.5 점검 및 시정조치 16 P 6.3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17 4.5.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7

S

7 지원

18 4.5.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8 7.1 자원

19 4.5.3 기록 19 7.2 역량 및 적격성

20 4.5.4 내부심사 20 7.3 인식

21 A 4.6 경영자 검토

21 7.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22 7.5 문서화

23 7.6 문서관리

24 7.7 기록

25

D

8 실행

26 8.1 운영계획 및 관리

27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28

C

9 성과평가

29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30 9.2 내부심사

31 9.3 경영자 검토

32

A

10 개선

33 10.1 일반사항

34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35 10.3 지속적 개선

22

나. 현장 

분야

P

0 일반원칙 36

나. 현장 

분야

P

0 일반원칙

23 1 현장  안전보건 방침 37 1 현장  안전보건 방침

24 2 안전보건  목표 38 2 안전보건  목표

25 3 계획수립 39 3 계획수립

26 3.1 위험성  평가 40 3.1 위험성  평가

27 3.2 안전보건관리  예산 41 3.2 안전보건관리  예산

28 3.3 안전보건계획  수립 42 3.3 안전보건계획  수립

29

D

4 안전보건계획의  실행 43

D

4 안전보건계획의  실행

30 4.1 현장조직  및 책임 44 4.1 현장조직  및 책임

31 4.2 안전보건교육 45 4.2 안전보건교육

32 4.3 의사소통회의(위험성평가  회의 등) 46 4.3 의사소통회의(위험성평가  회의 등)

47

C/A

4.4 현장문서  및 기록관리33

C/A

4.4 현장문서  및 기록관리

48 4.5 안전보건재해예방활동34 4.5 안전보건재해예방활동

49 4.6 비상시  조치계획 및 대응35 4.6 비상시  조치계획 및 대응

50 5 평가  및 개선36 5 평가  및 개선

37

다. 안전 

보건 경영 

관계자 

면담

본사

1.1 최고경영자와  경영층(임원) 관계자 51

다. 안전 

보건 경영 

관계자 

면담

본사

1.1 최고경영자와  경영층(임원) 관계자

38 1.2 본사  부서장 52 1.2 본사  부서장

39 2.1 현장소장 53 2.1 현장소장

40

현장

2.2 관리감독자 54

현장

2.2 관리감독자

41 2.3 안전관리자 55 2.3 안전관리자

42 2.4 작업  반장 56 2.4 작업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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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열악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동향들을 관련 문헌을 통해 조사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 ․ 정리하면 내용은 다음

과 같았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요소 중에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구는 ‘실효성’이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용 주체인 현장 팀 ․ 반장 작업자에 대한 연구와 전문건설업 안전시스템 모니터링에 대

한 연구는 미미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플랫폼 종합건설 인증 업체 수에 비해 전문건설 인증 업체 수는 3배수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공사 주체인 전문건설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에서 조사된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운용은 시스템 구성 요소인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안전시

스템과 안전문화에 반영 될 때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문건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및 운용을 할 것인지 아

닌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 안전 관리 활동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효성이 검증된 안전시스템 구성요소 중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대하여 측정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와 인적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유

발사고에 관한 연구,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방향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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