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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187,391

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7,062,308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0,909명이 발생하였고, 재해

율은 0.53%이었다. 업종별 산업 재해 현황은1) Fig. 1에

서 보듯이 기타산업(others,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

험업 포함)이 전체 재해의 35.98%로 가장 높았고, 제조

업이(Manufacturing) 31.5%, 건설업이(Construction) 26.0%

에서 대부분 발생 하였으며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은 

Fig. 2와 같이 전체 사망자수 1850명 중 기타산업을 제

외하고 건설업(486명, 26.1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

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1990년 1월 1차 개정 후 총 32회 개정하였으며 안전․

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측정, 직

무스트레스 유해요인조사,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 산재 취약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70년대 

4.85%였던 산업재해율이 95년도에는 1% 미만으로 크

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 현재까지 0.6% 수준으로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거나 답보로 정체되어 있다. 이

는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30년간 시행하여온 

결과라 볼 수 있다2). 기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산업

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기준의 

준수 및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에게 정보제공 등 사업

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하여 기술기준 위주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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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dustrial accident in various business, 2014.

Fig. 2. Death toll in various business, 2014.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각 사업장의 다양한 

특성의 위험요인을 모두 법적인 규제사항으로 명문화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며 법령체제가 복잡하

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법령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관련법 제․개정 절차가 복잡

하고 장시간 소요되어 산업현장의 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향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전보건기본지침을 

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사업

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는 근로

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를 위하여 사업장에 잠재된 모든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적

절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미연방규칙 및 정부

법에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위험성평가를 규정하기보다는 기

존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방식을 감독관에 의한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 자율관리로 변환하고, 그에 수반하는 

인센티브제 및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실

질적인 위험성평가 수행을 유도하고 있다3). 미국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위험에 대해

서 적절하고 충분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

고 있으며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의 위험성평가 해

설지침에 따르면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5-Step risk assessment에 근거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변하는 

기술과 작업환경, 위험요인의 다변화에 대응하는데 있

어서 모든 기술적인 사항들을 법령에 규정하기 어렵고, 

준수여부를 고용노동부 등 정부행정기관에서 감시, 감

독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산업재해예방에 비효율을 양

산할 수밖에 없다2). 자율성과 탄력성이 결여된 규제방

식, 복잡한 법령체계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

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규제형 위험

성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4).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도입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구축한 건설업 위험성

평가 도입 및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안전보건활동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재해를 당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안전분

임토의를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

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최근 10년간 건설업 재해율은5) Fig. 3에서 알 수 있

듯이 2004년도에 0.94%을 최고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

이다가 2009년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Fig. 4에서 보듯이 재해자 역시 2003년도에 23,071명을 

최고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도부터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산업 재해자의 약 19~25%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망자의 경우는 2004년도에 802

명을 최고점으로 증가 하였으며 그 이후로 감소 추세

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산업 사망자의 큰 비

중을(25~28.5%) 차지하고 있다5). 이는 기존의 건설재

해예방 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는 전체산업 대비 높

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설재해의 저감 없이는 

국가 차원의 재해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00년 11월 24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인증업

무처리 규칙을 제정하고 2001년도부터 “KOSHA 2000 

Program”이라는 명칭으로 건설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경

영시스템 인증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 2월 20일 

프로그램 명칭을 KOSHA 18001로 변경하였다. 건설업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위험성평

가 시스템은 안전보건경영의 합리적인 개선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건설업 특성상 위험요소가 복잡, 다

양하고 발생, 소멸이 수시로 변하여 순간성이 요구되

는 건설업의 적용에 있어서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실

행적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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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orea's accident state of overall industry and construction 
industry recent 10 years.

Fig. 4. Korea's victim number in overall industry and construction 
industry recent 10 years.

3. 국내외 안전관리기법

“위험성 평가”란8)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

(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는 정부

의 감독을 통한 안전보건기준 강제만으로는 다양한 재

해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8). 

OECD의 사고예방규정에서는 최고경영자는 안전보

건방침을 기업경영의 중요부분으로 수립하였으며 위

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를 요

구하고 있다9). 

유럽연합(EU)는 89년 산업안전보건지침(Frame Directive)

에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거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법에 도입하였다10).

미국에서는 1983년부터 OSHA에서 자율안전관리제

도인 VPP(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 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1년 산업안전보건

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적인 접근방식으로 성

공적인 안전보건경영이라는 HS(G)65 지침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BSI에서는 1996년 BS 8800이라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지침을 개발하게 되었다10). 이와 같이 각 

국가와 기관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국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KOSHA 2000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 시행되

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기법인 영국의 BS 8800

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규격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

합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하여 추진하

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프

로그램이다11). 도입이후 2001년 ILO와 1999년 국제인

증기관협의체의 OHSAS 18001 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여 2003년 2월 KOSHA 18001로 개칭 하여 국내 

사업장에 적용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11).

∙발주기관용, CM/설계 및 감리업체 등을 인증 프로

그램에 포함하여 설계단계부터 발주자, 설계자를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시켜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

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 및 이에 대한 개선, 시정을 

통해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전 

주기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모두 

생산주체가 지속적으로 안전저해 요인을 발굴하

고 적극 관리할 수 있는 단계별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산재예방활동 실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안전

관리 실적 우수업체의 수주기회를 높일 수 있는 

업체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KOSHA 18001 인증과 관련된 안전보건공단, 재해

예방기관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4. 위험성평가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문 조사

4.1 설문조사 개요

본 조사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

기법인 영국 BS8800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규격을 우

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보급한 건설업 KOSHA 18001 시스템을 인증 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기존 관리 주체

라 할 수 있는 사업주(현장소장)와 관리감독자,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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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 composition

Div. Contents

Ⅰ. General contents
(4 questions)

Business, construction cost, role, 
and work experience

Ⅱ. Comprehension & difficulty 
of risk assesment 
(4 questions)

Introduction purpose, comprehension & 
difficulty, performance of risk assessment

Ⅲ. Problems of risk assessment 
implementation 
(6 questions)

identification of risk factor, workers’ 
participation, field application, spread, 

workers’ education 

Ⅳ.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6 questions)

necessity of workers’ participation, 
implementation time, operation, 

derivation, confirmation check, additional 
countermeasure w.r.t risk assessment

Ⅴ. Results analysis after 
application of worker- 
oriented risk assessment 
(7 questions)

elimination of unsafe act, accident 
prevention or reduction effect,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worker and manager, 

spread to other field, consistent 
improvement plan

리자외 근로자를 포함하여 본 연구주제인 근로자중심

의 안전분임토의를 통한 위험성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100명의 응답자로 부터 수집된 자

료를 근거로 분석을 하였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근간인 위험성평가는 건설현

장의 체계적인 사전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대형 재해의 

사전예방 및 업무의 절차화 등을 통해 건설 안전관리

의 효율성의 제고로 점진적 재해율 감소를 통한 경영

의 합리화 및 기업이미지 개선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Table 1과 같이 총 5개

의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적 사항 4문항, 위험성평

가 이해 및 애로사항 4문항, 위험성평가의 시행방안의 

문제점 6문항,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6문항, 근로자 중

심의 위험성평가 개선방안 적용 후 결과 분석 7문항 

이며,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2 설문조사 결과

Fig. 5는 응답자의 직무분야를 조사한 것으로 근로

자가 46%, 관리감독자가 31%, 안전관리자가 17%, 사

업주(현장소장)가 5%, 기타 1%의 순으로 크게 보면 근

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로 조사되었다.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적용이 아주 잘되지 않는다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에 대한 질문에는 Fig. 6에서 보듯

이 “근로자들의 참여가 없어서”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가 

16.7%, “전문인력, 정보, 자료부족”이 14.1%, “수행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서”가 7.7%, “사업주의 

관심이 없어서”가 5.1%, 기타 “협력사의 참여부족이나 

복합적인문제”가 2.6%로 나타났다. 상기 설문조사결과 

Fig. 5. Distribution state in each working part.

Fig. 6. The most difficult point in the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

다도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7에서 보듯이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의 참여 및 

평가결과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물음은 “보통이다”가 33.3%, “그렇다”가 30.3%로 대체

로 근로자 참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그렇지 않다” 25.3%, “매우 그렇지 않다”가 

6.1%, “매우 그렇다”가 5.1%로 집계되었다.

위험성평가 토의시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

각느냐에 대한 물음은 설문 참석 대상자 과반수가 넘

는 59.6%가 “그렇다”라고 집계되어 위험성평가의 개선

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를 위한 

Fig. 7. Worker participation and evaluation results reflection 
degree in risk-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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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Question whether workers' attendance is necessary for 
risk assessment.

Fig. 9. Procedure of risk-assessment with workers' attendance.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Fig. 8). 

Fig. 9에서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의 진행

방법에 대한 물음은 “각 팀별 분임토의”가 70.7%, 가장 

많은 집계가 나타났다. 집계와 같이 근로자가 참여하

는 위험성평가 진행방법으로 작업반별 각팀 안전분임 

토의가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공종별 전체”는 

19.2%, “전체회의”는 7.1%, “사회자에 대한 질의 응답

식”은 3%로 조사 되었다.

Fig. 10에서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위험

요인 도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 “공정진행별”로는 41.7%, 

“위험요인별”로는 35.4%, “아차사고 위주”로는 17.7%, 

“사고사례별”로는 5.2%가 집계되었다. 집계와 같이 위

험성 평가 위험요인 도출시 공정 진행별로 위험요인를 

선정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직접 근로자가 참여하

여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Fig. 11에서의 현장 확인점검후 추가적인 위험요인 

발견시 검토 및 대책수립은 언제가 적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T.B.M”시가 47%, “일일 안전회의”가 38%, “작

업종료후”가 8%,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가 6%, “기타

Fig. 10. Ways of finding hazard point in risk-assessment with 
workers' attendance.

Fig. 11. Ways of review and establishing measure when the 
additory hazard point is found.

Fig. 12. Whether processing risk assessment with workers 

controls their unsafe behaviors or not.

의견” 1%는 발견즉시 대책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조사 

되었다. 본 집계와 같이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대책수

립은 현장에서는 “T.B.M”을 통해 감독자와 근로자간

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된 대책수립을 정립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12에서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진행

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고 생각느냐에 대한 물음은 “그렇다”가 58.9%, “매

우 그렇다”가 27.8% 대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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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actual effect of disaster prevention after risk- 
assessment with workers' attendance.

Fig. 14. The biggest change after risk-assessment with 

workers' attendance.

의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보통

이다”는 11.1%,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1%로 조사되었다.

Fig. 13에서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후 실

제로 재해를 예방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물음은 

“그렇다”가 64%, “매우 그렇다”가 26%로 집계되어 대

부분 응답자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보통이다” 9%, “그렇지 않다” 1%로 조사되

었다.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후 다음 중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Fig. 14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요인을 명확히 인지함”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실

제적으로 작업의 주체에 있는 근로자의 위험 요인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재해를 줄일 수 있고 관리자와 

근로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일함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수칙 준수가 향상됨”이 18%, “법적 요구사항 준수 만

족도 향상”이 12%로 집계된 것은 근로자 본인이 생각

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수칙과 법적 요구사

항 준수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산

업재해가 예방됨”이 11%, “작업환경이 개선됨”이 8%, 

“안전시설이 개선됨”이 5%, 안전보건수칙 및 지침서가 

강회됨”이 1%로 집계되었다.

5. 결론 및 고찰

본 조사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에서 개발, 보급한 건설업 KOSHA 18001 

시스템을 인증 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중 위험성평

가 기존 관리 주체라 할 수 있는 사업주(현장소장)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외 근로자를 포함하여 본 연구

주제인 근로자중심의 안전분임토의를 통한 위험성평

가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가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위험성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

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자 중심의 위험성 평가 개선방안을 위한 실효성에 대

한 조사에서 위험성평가 토의 시 근로자의 참여가 필

요하다고 참석 대상자 과반수가 넘게 응답하였고 구체

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중심의 위험성평가 개선방안 진행으로는 

분임 토의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임 

토의 진행시 공정진행별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안전대

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위험성평가 현장 확인점검은 작업을 직접 지휘하

는 해당팀별 관리감독자가 주관이 되어 근로자와 점검

이 이행된다면 재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점검 시 발견된 추가적인 위험요

인에 대한 대책은 현장에서는 ”T.B.M”을 통해 실시하

고 구체화된 대책수립을 정립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근로자 중심의 위험성 평가 개선방안 적용현장의 

결과로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어하는데 상당

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재해예방에도 대부

분 참여자가 도움이 된다고 조사 되었다. 

4) 개선방안 적용 후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작업의 

주체에 있는 근로자의 위험 요인을 명확히 인지함으로

써 재해를 줄일 수 있고 관리자와 근로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일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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