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를 통한 건설현장 

위험등급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by Risk level through the 

Harm and Hazard Prevention Plan in the Construction Site

울 산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안 전 보 건 전 문 학 과

방 수 일

[UCI]I804:48009-200000366789[UCI]I804:48009-200000366789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를 통한 건설현장 

위험등급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재 균

이 논문을 공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울 산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안 전 보 건 전 문 학 과

방 수 일





국문 요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를 통한 건설현장 

위험등급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방 수 일

사전안전성 평가기법을 법제화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공 중 안전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도입 후 유해·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에서 

재해감소 성과는 있었으나 건설현장의 대형화 및 최신공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계

획서 대상공사 현장당 사고사망 감소성과는 2015년 이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안전지도사 평가 및 확인, 건설현장과 소통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한 계획서 확인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특히 계획서 대상현장별 위험등급을 지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위험

등급제’를 시행으로 고위험 현장의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확인현장을 자주 방문함

으로써 계획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통해 재해를 감소하고자 하였으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100여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헌 조사, 재해현황 

분석 및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 

저해요인 등 인식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힉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

관리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사종류 및 사망사고 발생현황 등 일률적인 분류기준이 아니라 개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과 위험작업에 의한 분류기준의 정비는 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단축을 통해 확인을 실시하기 보다는 

위험작업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험작업 시 확인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인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건설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성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작업을 구체화하고 

‘위험작업 시기 입력’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위험작업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자의 수와 자격 조건을 두어 대형사고 위험작업에 

적합한 확인자가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계획서의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통한 계획서 확인이 재해예방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계획서 작성 및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획서 작성 시 대상공사별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분리제출을 

의무화하고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자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서 작성의 간소화 등 건설현장의 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현장에 갖추어 두고 공단에 통보를 의무화하여 공단의 

심사를 통해 변경사항의 이력관리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제안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적용 방안이 재해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율안전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에 더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더욱 발전시켜 위험등급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적기에 내실있는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 : 사전안전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위험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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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업은 주문생산에 따라 현지 옥외생산을 하고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작업

환경과 작업의 종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현장의 특성, 주변 여건 그리고 공정의 진행에 기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독자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는 공사 전에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도출시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계획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사전

안전성 심사제도로 시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고위험 건설공사은 무너짐, 화재·폭발 등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계획서로 작성하여 착공 전 공단의 심사를 받고, 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6개월 이내마다 

1회 이상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만 시행함으로써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일부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안전점검 

능력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도입 후 유해·위험이 높은 고위험현장의 사전안전성 

확보를 통해 재해감소 성과는 있었으나 계획서 대상공사 현장당 사고사망 감소성과는 

2015년 이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건설현장과 소통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계획서 

대상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망재해 통계자료를 근거로 계획서 대상현장별 위험등

급을 지정(A,B,C)하여 고위험 현장은 확인주기를 단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위험등급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한 계획서 확인현장 모니터링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100여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서 제도가 노동집약적이고 다양한 공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1) 최진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효과적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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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서 대상현장의 재해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현재 시행중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사전안전성평가 제도로서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서 

확인(점검) 수행 시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재해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수립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서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정과정, 단계별 수행절차, 

계획서 심사·확인 및 재해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외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 사전안전성 검토, 

계획서 작성 내용, 심사·확인 절차·방법, 제도 운영주체 등 제도 간 특성 및 현장 

작동성을 비교·분석하고 계획서 운용실태, 현장 작동성 및 재해예방 효과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계획서의 현장 활용도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안전성 평가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현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을 분석한다.

(2) 계획서 대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비교·

분석하여 계획서의 재해예방 효과를 분석한다.

(3)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서의 현장 작동성 및 재해

예방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4) 선행연구, 재해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계획서의 재해

예방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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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국내·외 관련 제도 현황 비교

 2.1.1 국내 건설업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1) 건설업 안전성평가제도 개요

 우리나라의 건설업 사전안전성평가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제도가 있다.

 안전관리계획서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

업자가 안전점검,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방지, 시설물의 안전성확보, 공중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도출시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계획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사는 공사 착공 전에 두 계획서를 통해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자

에게 제출하면 된다.

[표 2-1]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비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의 목적
1.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
2. 기준확립, 책임소재 명확화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1. 공공복리와 국민경제 발전
2.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수준 향상
3. 관련 산업을 진흥, 건설품질 높이고 안전 확보

대상 근로자 -
검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허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2) 작성내용 및 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및 관련 별표15에 

의거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종별 작성

내용은 대상공사에 따라 작업공사 종류와 주요 작성대상 공종이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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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관련 별표7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유사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2-2] 사전안전성평가 제도의 작성내용 비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1. 공사개요서

2.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3.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전체공정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6. 안전관리 조직표

7. 재해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1. 건설공사의 개요

2.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3.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4.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관리조직

7.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안전교육계획

3) 제출 및 심사·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심사 및 확인을 통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정 

및 공사 중 계획에 따른 실제 시행여부 확인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사업주가 발주처 또는 발주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 내용에 따라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공단의 심사·확인을 받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도와 비교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확인할 

수 있는 사전지원서비스로서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원하여 사업주가 미리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적정검토를 받아 원활한 건설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이행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종합적 분석

 건설공사의 법정 안전관리제도인 안전관리계획서제도와 비교해 보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제도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동일하게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15일이내 통보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경우 

심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단일화되어 있고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의 신뢰도 측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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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심사 후 6개월 이내마다 1회 이상 계획서 이행 확인을 

하여 계획서의 현장 반영이 꾸준히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고용

노동부를 통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안전관리계획서는 심사 이후에 

별도의 점검 제도가 없어 초기의 현장상태가 유지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사뿐만 아니라 확인 횟수 및 질의 향상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2 국외 건설업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1) 건설업 안전성평가제도 개요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나라별로 자국의 고유한 법령체계 아래에서 그 대상 

및 실시방법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는 다음과 같다2)

[표 2-3] 각국의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국가 담당기관 내  용

일 본 후생노동성
사전안전성 평가

건설업은 7개 위험공종 대상(안위법 제88조)

대 만 노공위원회
CSM(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제도

7개 위험공종대상(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26조)

영 국
노동성산하

안전보건청(HSE)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

모든 건설공사 대상

미 국
노동성산하

산업안전보건청(HSE)

기본안전계획서

모든 건설공사

ILO ILO 권고

권고 175호 1988 Ⅲ 예방 및 보호조치 9.A

(건설현장에서 예견될 수 있는 모든 위험사항은 사전에

예방조치 되어야 한다.)

덴마크 작업환경청(WES)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법령(작업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사대상

스웨덴 작업환경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모든 공사

중 국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심사

※ 우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유사함

2) 이정우, “건설공사 사전안전성 평가의 효율적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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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일본은 기계 등 사고에 대한 재해발생 방지대책을 정하고 있는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노동성이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다루고 있으며 노동성의 각 지방노동국은 노동

기준행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며, 관내에 있는 각 노동기준감독서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건설성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발주자의 기술개발을 통한 지원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사업장과 현장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전문

지식을 조언하는 방안으로 주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은 건설성이 하는 방식

으로 전담-지원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사전안전성평가 제도는 노동안전위생법 제88조 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 일본의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구 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근거 노동안전위생법 제88조 제3항 노동안전위생법 제88조 제4항

작성대상 대형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시행기관 후생노동성

제출처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감독서장

제출시기 착공 30일전 착공 14일 전

주요내용

「노동안전위생법」

제88조 ③사업자는 건설물에 속하는 사업의 일부 중 중대한 노동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특히 대규모 사업으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을

개시하고자 할 때는 그 계획을 당해 사업의 개시일 30일 전까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건설업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업무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전 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부를 제외한다)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시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계획을 당해 일의 개시일 14일 전까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공사의 경우 유사한 대상공사를 대규모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은 6종, 일반사업은 8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3) 신성우 등,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검토를 통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운영의 발전방향 연구”,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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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미국의 안전관련 법률은 OSHA 규정에 따라 하위법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근로자 보호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설안전에 

있어서도 OSHA가 건설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법으로 건설

공사를 위해 재정적·환경적 지원을 보장하는 법규들이 제정되고 있다.4)

[표 2-5] 미국 OSHA 안전관련 법률5)

 

관리대상 관련 부처 및 법률 

사업장 안전 및 보건 -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근로자 보호 -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건설 부분
- OSHA의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y Acts

- The Davis-Bacon and Related Act

 미국의 사전안전성평가 제도는 노동성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산업안전

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건설공사에 이를 적용하고 미연방규칙(CFR)에 

기본안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시공

안전에 대하여는 구조물 허가 신청 시 건설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심사와 

검증을 받는다6)

4) 영국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영국의 HSE(Healthy&Safety Executive)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현장감독총국(FOD: Field Operation Directorate)내에 다른 지역국과 별도로 본부에 중앙

건설안전국(NCD: National Construction Division)을 두고 있다. 

 현장의 건설안전은 FOD 산하에 있는 전국의 7개 지역국에서 담당한다. HSE에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Local Authority

에서도 실무를 담당하는데 Local Authority의 공무원이 이를 수행한다.7)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주요 안전보건관련 법령은 모두 HSE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총괄과 건설안전으로 구분된다.

4) 신성우 등,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검토를 통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운영의 발전방향 연구”, 
2018.11

5)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이행력 강화 연구, 2017
6) 이정우, “건설공사 사전안전성 평가의 효율적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6.08
7) 신성우 등,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검토를 통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운영의 발전방향 연구”,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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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영국 OSHA 안전관련 법률8)

 

분야 집행기관 법령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

총괄

안전보건청

(HSE)

산업안전보건법

(HSSWA)

- 사업주, 근로자의 의무

- HSC, HSE 설립근거

- 감독관의 권한과 직무

-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임

-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 등

건설안전

건설설계관리규칙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

- 건설업 주체별 의무사항

- Planning Supervisor 임명

- 건설업 안전보건규정

- 안전보건파일

- 안전보건계획

- 도급업자의 요건과 금지사항

- 법의 집행 등

 영국의 사전안전성 평가 제도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영국 건설업 사망

재해가 더 이상 줄지 않고 항상 타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의 일환

으로 시공회사 중심의 건설안전에서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

자의 총체적관리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건설재해예방규칙 개선안을 CONIAC (건설안전

자문기구)이 작성하고 1994년 HSE(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를 채택하여 1995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후 영국의 사전안전성평가 제도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규칙 1999 MHSWR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에 규정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안전공법보고서에 기록하고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에서 계획서의 작성대상공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근무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건축공사와 기간은 30일 미만이나 사업장 근로자 수가 연인원 500인/일 이상의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 대부분의 빌딩 건축물, 토목공사 및 시공

관리에 적용되며 안전보건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9)

5) 싱가포르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싱가포르의 건설안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체계적인 점은 품질·안전·환경관리 

주체가 별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8)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이행력 강화 연구, 2017
9) 이정우, “건설공사 사전안전성 평가의 효율적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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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품질관리는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국토교통부에 해당)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시공사의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는 MOM(Ministry of Manpower: 노동부에 해당)에서 주관하며 안전

법규, 가이드, 행동지침 등을 제시하여 의무적 이행을 요구하면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위주로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는 NEA(National Environment Agency:환경부에 해당)에서 담당

하며, MOM과 같이 환경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계힉서의 의무

작성 기준은 없으며 시공사가 스스로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건설 관련 안전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과 다르게 여러 부처가 

서로 독립적인 관리분야를 전담하면서 안전업무를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BCA에서 발주자의 품질관리의 목표치를 조정하고 그에 맞는 

품질시스템 문서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 외이의 근로자 

안전과 환경과 관련한 자체기준은 MOM과 NEA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준수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10) 

[표 2-7] 싱가포르 OSHA 안전관련 법률11)

 

관리종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관리주체 BCA MOM NEA

관련규격,

기준,법규

등

Construction Registry

등(계약자 요구사항으로 규정,

건설회사 등급에 따른 각

인증제도의 최소 목표점수 제시)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Singapore

Standard CP79: 1999, 세부

운영기준 (5가지 가이드) 등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ct, Handbook of Scope

of Works for Mosquito Control

등 각종 기준 및 가이드

관리계획서

형태
품질경영시스템 안전·환경·보건경영시스템

안전·환경·보건경영시스템에 포함

하여 대부분 운영하거나, 일부는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기도 함
관리계획서

수립에

대한

강제유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각종

품질관련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수립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싱가포르 표준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 후 운영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

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싱가포르의 사전안전성 평가 제도는 노동부의 OSH과에 의해 조선업, 건설공사, 노동부 

지정사업자는 OSHMS 도입을 의무화하여 책임과 권한을 포함한 안전보건방침, 각종 

안전보건절차, 위험유해요인의 분석, 긴급 시의 대응방법을 주요골자로 하여 감사

규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감사자의 종류나 빈도를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12)

10) 신성우 등, “사전안전성평가 제도 검토를 통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운영의 발전방향 연구”, 2018.11
1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이행력 강화 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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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적 분석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방법을 보면 적용대상공사의 상이 등 각 나라의 건설환경차이 등

으로 인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에게도 주요한 의무를 부여

하여 공사참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안전

보건활동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라별로 특색에 맞는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건설환경에 맞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의 특징을 

살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반영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서 이행 

확인의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이정우, “건설공사 사전안전성 평가의 효율적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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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2.2.1 개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옥외작업, 생산활동의 잦은 이동성 및 작업자의 

유동성 등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계획서 제도는 1980년대 말부터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1월 건설공제조합이 주최하는 제3회 건설업 재해 예방 심포

지엄의 발표 주제 중 하나로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제도”의 도입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도입방안에서는 평가과정, 대상 공사, 제출서류, 제출시기 등에 대한 초안이 제시

되었으며, 그 골격은 대부분 현행제도가 유지되고 있다.13) 

 계획서제도는 높이 31미터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990년 1월 

13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차 개정 시 제48조로 도입되었으며, 1991년 2월에 고용

노동부 고시 제91-51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제정 

후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계획서제도는 1991년 제도시행 이후 13차례에 걸쳐 법령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상공사는 1999년 8월에 시행규칙 개정 시 8종에서 5종으로 축소되었

다가 2009년 8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1월에 시행규칙 개정 시 위험성평가 기법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

였으며 2012년 1월에 시행규칙 개정 일정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가 평

가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 4월 시행규칙 개정 시 설계의 미확정 등으로 계획서를 한번에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공사별 또는 단위 작업공사별로 분리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공단은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인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13) 이미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BIM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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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정 내용14)

구분 개정 내용

1990.1.13.
(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전안전성 심사제도 도입

1991.2.18.
(고시 개정)

<고시 개정>
· 공단에서 계획서 접수·심사·확인 실시
 ※ 노동부고시 제91-51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고시내용 : 계획서 붙임서류 및 작성기준 심사 및 확인검상 대한 규정

1996.12.3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서 작성·제출

1997.10.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계획서 붙임서류 및 작성기준 등 상세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고시 폐지)
· 자체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 도입

1999.8.28.
(시행규칙 개정)

· (제출 대상공사) 8종 → 5종으로 축소
· (제출서류 변경) 공사종류별 → 작업위험요소별
· (제출시기 변경) 공사착공 30일 전 → 공사착공일 전

2000.9.28.
(시행규칙 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제출 가능

2003.7.7.
(시행규칙 개정)

· (제출대상 공사 확대)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
회시설 및 판매·영업시설

· (굴착 깊이 기준 확대) 10.5m → 10m
· 자체안전관리업체가 공사 중 중대재해발생 시 공단에서 확인 실시

2005.8.1.
(시행규칙 개정)

· (확인주기 완화) 
 -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회/년
 - 당해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회/6개월

2007.1.12.
(시행규칙 개정)

· (제출서류 변경) 작업위험요소별 → 작업공종별(위험성평가 도입)

2007.12.31.
(시행규칙 개정)

· 자율안전관리업체 현장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발생 시 다음연도 지정 제외

2008.9.18.
(시행규칙 개정)

· (제출대상공사 명확화)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
회시설, 판매시설·영업시설, 종교시설 등

2009.8.7.
(시행규칙 개정)

· (제출 대상공사) 5종 → 6종으로 확대
 - 연면적 50,000㎡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신설

2011.3.3.
(시행규칙 개정)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기준 강화(대상업체 : 평균환산재해율 이하 → 상위 
20%이내)

· 재해율 우수업체 확인주기 완화제도 폐지(확인주기를 6개월이내마다 1회 일원화)

2012.1.26.
(시행규칙 개정)

·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신설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조정
· 지도사에 의한 계획서 평가 및 확인업무 신설

2014.3.12.
(시행규칙 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등 개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개선

14) 신성우 등,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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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주요내용

1) 제출 대상공사

 계획서 제출대상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표 2-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판매 

  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  

  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

2.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계획서 대상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건설

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및 건설

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의 착공시기가 

상이한 경우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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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 및 심사

 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자가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통보한다

    [표 2-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자 자격

공단 소속 직원 중 다음 자격 해당자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나 공단본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을 받은 자

1. 건설안전분야 3급 이상 직원(3급대우 직원 포함)

2.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3.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

위생 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 보유자

4. 관련된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확인 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 부합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 적정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부적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

하여 통보하고 공사착공 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그림 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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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계획서의 확인은 공단에서 확인반을 구성하여 확인 전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실시

하고 확인 시 심사결과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설명하여 이행·개선토록 하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10일 이내 개선기간을 명시

하여 알리고 그 개선결과를 확인한다.

 개선결과는 적정, 조건부적정, 조치요청으로 판정하고 조치요청으로 판정한 경우는 

사업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6개월 이내마다 1회 이상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의 경우 수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절차

 공단은 2018년 5월부터 “계획서 확인 등급관리제”를 시행하여 계획서 대상현장의 

사망재해 통계자료를 근거로 위험등급을 지정하고 고위험현장은 주기를 단축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계획서 확인 등급관리제는 최근 10년간 공사금액별 1개 현장당 사망자수 발생현황과 

공사종류별 사망재해발생 순위와 현장당 사망자수 순위를 조합하여 각각 5단계 위험

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매트릭스(5×5)표를 이용하여 위험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등급구분 위험점수* 관리 대상 공사 확인 주기 적용

위험 높음(C) 20~25점 120억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 등 11종
 * 대형사고(동시 3명 이상)

    발생업체의 경우 

   C등급 부여

2개월 이내 1회 이상

위험 중간(B) 10~19점 3~120억 미만 중소형 공장 등  28종 4개월 이내 1회 이상 

위험 낮음(A) 1~9점 120억원 미만 댐‧항만공사 등 46종 6개월 이내 1회 이상

[그림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등급제 구분 및 확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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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2020년부터 “계획서 확인 등급관리제”를 보완하여 일선기관별 사고사망 

특성에 맞춰 핵심타깃을 선정하고 확인주기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5)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제도

 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97년 「자율안전관리업체」지정제도로 최초 도입 후 2011년부터 현행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명칭으로 시행·운영 중이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 착공 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마다 사업주가 자체확인 시에는 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비치한다.

최근 10년간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한 실적은 3,163건으로 연평균 351건이다

[표 2-11] 10년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및 접수 현황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업체수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 - 40(20.0%) 40(20.0%) 34(17.0%) 37(18.5%) 39(19.5%) 39(19.5%) 39(19.5%) 37(18.5%)
자체심사(건) 421 - 204 403 247 262 481 491 338 316
  ※ 2009, 2010년도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미 선정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단은 2016년도부터 계획서 대상 현장의 이행여부 자율확인 및 고위험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전보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매월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단은 현장의 자체점검 실시유무를 확인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도록 하여 공단이 현장에서 위험작업 시 적기에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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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이번 장에서는 계획서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재해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계획서를 실제 작성하고 활용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재해현황 및 분석

  최근 10년간(’09∼’18년)간 공단에서는 심사 32,599건, 확인 91,330회를 수행하여 

연평균 심사 3,259건, 확인 9,133회를 실시하여 심사 1건당 약 2.80회의 확인을 실시하였다. 

[표 3-1] 최근 10년간 계획서 심사 및 확인실적

구분 단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심사 건 32,599 1,828 2,354 2,753 2,607 2,661 3,196 4,019 4,547 4,510 4,124

확인 회 91,330 5,375 6,509 7,468 7,771 8,308 9,086 10,280 11,454 11,570 13,509

심사 1건당
확인횟수
(확인/심사)

2.80 2.94 2.77 2.71 2.98 3.12 2.84 2.56 2.52 2.57 3.28

 ’13년 이후 심사 1건당 확인횟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3.12회 → 2.57회)였으나 

’18년 확인 등급관리제 시행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3.28회를 실시하였다.

[그림 3-1] 최근 10년간 계획서 심사 및 확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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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 1인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물량을 살펴보면 ’12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 확인에 참여한 전체 공단 직원수는 오히려 감소(195명

→155명, ↓40명)하여 1인당 확인물량은 2배이상 증가(40회→87회, ↑47회)하였다.

 

[그림 3-2] 최근 10년간 1인당 심사·확인 물량

  건설업 사망자는 2014년에 434명으로 최저로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506명이 발생하는 등 매년 5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획서 대상현장

에서 사망자는 1년 동안 최저 65명(’12년), 최고 107명(’18년)이 발생하여 건설업 

사망자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3-3] 근 10년간 건설업 사망자 및 계획서 대상 현장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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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계획서 확인현장당 사망자수는 ’09년 0.035명에서 ’18년 0.018명으로 10년간 

49% 사망자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15년부터 현장당 사망자수 감소추세는 

정체상태이며 사망자수도 ’15년 81명에서 ’18년 1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3-4] 최근 10년간 계획서 확인현장의 현장당 사망자수 추이

 (1) 공사금액별 현황

  ’09년부터 ’18년까지 공사금액별 계획서 심사·확인 및 사망자수 현황을 보면 120

억원 미만 계획서 심사대상 사업장에서는 전체 심사·확인·사망자의 53.7%, 40.8%, 

22.0%를 점유하고 120억원 이상 계획서 심사대상은 각각 46.3%, 59.2%, 78.0%를 점유

하여 심사 및 확인의 효과성이 1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최근 10년간 공사금액별 사망자수 현황

구 분 총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합계

심사 32,599 1,828 2,354 2,753 2,607 2,661 3,196 4,019 4,547 4,510 4,124

확인 91,330 5,375 6,509 7,468 7,771 8,308 9,086 10,280 11,454 11,570 13,509

사망자 851 88 83 67 65 81 90 81 98 91 107

120억원
미만

심사 17,498 901 1,066 1,439 1,410 1,445 1,688 2,202 2,671 2,469 2,207

확인 37,280 2,955 2,623 2,670 2,924 3,137 3,340 4,081 5,073 5,119 5,358

사망자 187 16 14 18 17 10 15 14 30 25 28

120억원
이상

심사 15,101 927 1,288 1,314 1,197 1,216 1,508 1,817 1,876 2,041 1,917

확인 54,050 2,420 3,886 4,798 4,847 5,171 5,746 6,199 6,381 6,451 8,151

사망자 664 72 69 49 48 71 75 67 68 66 79

(단위 : 건, 회, 명)



- 20 -

[그림 3-5] 최근 10년간 공사금액별 심사·확인·사망자 점유율

 (2) 발생형태별 현황

 발생형태별 사망자수 현황을 보면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순으로 발생하였

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의 51.6%(439명)이 떨어짐 재해에서 발생하였다.

[표 3-5] 최근 10년간 계획서 현장의 발생형태별 사망자수 현황

구 분
총합
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합계 851 88 83 67 65 81 90 81 98 91 107

떨어짐 439 51 49 39 32 35 42 45 45 42 59

물체에 맞음 95 11 8 6 12 13 13 6 12 9 5

무너짐 89 10 6 11 3 10 10 7 8 17 7

부딪힘 57 2 7 1 3 6 6 9 9 4 10

끼임 49 3 7 4 6 1 5 4 6 9 4

깔림·뒤집힘 35 0 1 5 3 5 3 3 6 2 7

화재 18 0 0 0 2 0 3 0 6 1 6

폭발·파열 13 0 1 0 0 4 0 0 1 5 2

화학물질누출·접
촉 13 1 1 0 0 2 2 4 1 1 1

감전 12 4 2 1 0 0 2 0 1 0 2

넘어짐 11 4 1 0 2 1 0 0 1 0 2

기타 20 2 0 0 2 4 4 3 2 1 2

(단위 : 건, 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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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조사

 계획서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3.2.1 개요

 (1) 조사목적 및 세부개요

  본 설문은 계획서에 대한 현장에서의 인식도, 활용정도,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

관리제 실효성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설문조사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0. 7. 27. ~ 2020. 8. 7.     

조사방법 우편, E-mail, fax 등 

조사대상 건설현장의 안전관계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등 4개 주제

회수율 41.0% (168/410)

 (2) 조사내용(설문구성)

  설문은 계획서에 대한 인식도, 이행실태, 위험등급제 관련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

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7] 설문구성

구   분 일반사항 인식도 이행상태 집중관리제

항목
직책

전공분야

실효성 저해요인

산재예방효과
활용도

문제점

개선방안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통계 분석은 IBM SPSS(V21)를 활용하여 유의수준 5%를 

적용하였다. 설문 항목별 응답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Chi-Squared 검정을 통해 분석

하였으며, 계획서제도의 산업재해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 활용도 등에 대해서는 5점 

Likert 척도로 구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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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결과

 (1) 설문 참여 현황 및 특성

  설문에 응답한 168명의 직책을 보면 현장소장이 21명(12.5%), 안전관리자가 114명

(67.9%), 관리감독자가 25명(14.9%), 보건관리자 등 기타가 8명(4.8%)이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전공분야를 보면 토목이 15명(8.9%), 건축이 53명(31.5%), 안전분야가 80명

(47.6%), 기타가 20명(11.9%)이었다. (표 3-8)

[표 3-8] 설문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 수(점유율)

직 책

현장소장 21(12.5)

안전관리자 114(67.9)

관리감독자 25(14.9)

기타(보건관리자 등) 8(4.8)

전 공

토  목 15(8.9)

건  축 53(31.5)

안전분야 80(47.6)

기  타 20(11.9)

 (2) 인식도

 계획서 기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공사 착공 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수단(130명, 77.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는 수단(22명, 

13.1%), ‘공사 착공을 위한 허가 수단(16명, 9.5%)순으로 응답하여 건설현장에서 

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3-6)

[그림 3-6] 계획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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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제도의 현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예방 효과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효과가 좋다(28명, 16.7%), 효과가 좋다(82명, 48.8%), 그저 그렇다(49명, 29.2%), 별루 

효과가 없다(8명, 4.8%), 전혀 효과가 없다(1명, 0.6%)로 응답하여 계획서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65.5%)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3-7)

[그림 3-7] 산업재해예방 효과

 참고로 응답자의 직책을 독립변수(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기타)로 하고 

계획서의 산업재해예방효과를 5점 Likert 척도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한 결과 

p-value는 0.01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리감독자 등과 현장소장에 비해 안전

관리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의 산업재해예방효과를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9)

[표 3-9] 직책별 계획서 제도의 산업재해예방효과에 대한 차이 분석

직책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F P-value

하한값 상한값

현장
소장

21 4.000 .7071 .1543 3.678 4.322 3.0 5.0

4.322 0.015

안전
관리자

114 3.623 .8243 .0772 3.470 3.776 1.0 5.0

관리
감독자 등

33 4.030 .8472 .1475 3.730 4.331 2.0 5.0

합계 168 3.750 .8316 .0642 3.623 3.877 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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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제도의 현장작동성 및 실효성 저해요인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주요공법 및 

현장조직 구성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126명, 37.5%), 

공사 수행 중 공법변경 등 변경사항 반영이 미흡하다(74명, 22.0%), 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다(70명, 20.8%), 대형사고 위험작업 진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적기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58명, 17.3%), 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

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8명, 2.4%) 순으로 응답하여 주요공법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계획서의 작성이 가장 큰 현장작동성 및 실효성 저해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적기 확인 미실시 등 확인 미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현장작동성 및 실효성 

저해요인으로 분석되었다.(그림3-8)

[그림 3-8] 현장작동성 및 실효성 저해요인

 (3) 이행상태

 건설현장에서 계획서의 활용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활용도가 좋다(11명, 

6.5%), 활용도가 좋다(81명, 48.2%), 그저 그렇다(57명, 33.9%), 별루 활용도가 좋지 

않다(15명, 8.9%),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4명, 2.4%)로 응답하여 건설현장에서 계획서 

활용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54.7%)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9)

[그림 3-9] 계획서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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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응답자의 직책을 독립변수(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기타)로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활용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한 결과 

p-value는 0.01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리감독자 등과 현장소장에 비해 안전

관리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활용도를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0)

[표 3-10] 직책별 계획서 활용도에 대한 차이 분석

직책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F P-value

하한값 상한값

현장
소장

21 3.619 .8047 .1756 3.253 3.985 2.0 5.0

4.604 0.011

안전
관리자

114 3.325 .8874 .0831 3.160 3.489 0.0 5.0

관리
감독자 등

33 3.818 .8083 .1407 3.532 4.105 2.0 5.0

합계 168 3.458 .8813 .0680 3.324 3.593 0.0 5.0

 계획서의 활용도에 대해서 중립(그저 그렇다) 및 부정적(별루 활용하지 않는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으로 답변한 76명을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한 결과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시공은 별개로 생각한다(43명, 25.6%),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 계획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26명, 15.5%), 계획서 이행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6명, 3.6%), 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미비하다(1명, 0.6%)로 응답하여 일부 현장에서는 계획서의 이행을 실제 시공과는 

별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3-10)

[그림 3-10] 계획서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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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험등급제에 따른 집중관리제도

 계획서 확인 시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일치한다(35명, 20.8%), 어느 정도 일치한다(126명, 75.0%), 별루 일치하지 않는다

(6명, 3.6%),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1명, 0.6%)로 응답하여 현장에서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95.8%)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3-11)

[그림 3-11] 확인 시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 일치 여부

 참고로 응답자의 전공을 독립변수(토목, 건축, 안전관리, 기타)로 하고 계획서 심사 

후 확인 시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4점 Likert 척도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한 결과 p-value는 0.03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토목이나 건축을 

전공한 관리감독자에 비해 안전관리를 전공한 안전관리자 등이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이 더 일치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1)

[표 3-11] 전공별 확인 시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 일치 여부에 대한 차이 분석

직책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F P-value

하한값 상한값

토목 15 3.067 .7037 .1817 2.677 3.456 1.0 4.0

3.029 0.031

건축 53 3.151 .4556 .0626 3.025 3.277 2.0 4.0

안전
관리

80 3.250 .4639 .0519 3.147 3.353 2.0 4.0

기타 20 2.900 .4472 .1000 2.691 3.109 2.0 4.0

합계 168 3.161 .4934 .0381 3.086 3.236 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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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확인 시 확인자 자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

(82명, 48.8%), 어느 정도 만족한다(81명, 48.2%), 별루 만족하지 않는다(5명, 3.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명, 0.0%)로 응답하여 현장에서 계획서 확인 시 확인자의 자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97.0%)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3-12)

[그림 3-12] 확인자 자질의 만족도

 계획서 확인 시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적시확인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졌다(54명, 32.2%), 어느 정도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졌다(100명, 59.5%), 거의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4명, 

8.3%), 전혀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0명, 0.0%)로 응답하여 현장에서 계획서 

확인은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적시확인 실시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91.7%)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3-13)

[그림 3-13]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적시 확인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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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확인 시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주기 단축이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영향을 미친다(16명, 9.5%),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94명, 56.0%), 그저 그렇다(37명, 22.0%), 별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8명, 

10.7%), 전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명, 1.8%)로 응답하여 확인주기 단축이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65.5%)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3-14)

[그림 3-14] 확인주기 단축이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계획서 확인 시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주기 단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위험등급이 높은 현장에 대한 확인을 너무 자주 실시하여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66명, 39.3%), 120억원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수준이 낮으나 저위험 

현장으로 분류되는 등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불합리하다(55명, 32.7%), 확인 주기가 

일률적이라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45명, 

26.8%),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2명, 1.2%)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3-15)

[그림 3-15] 확인주기 단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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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가 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각각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계획서 심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위험등급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86명, 

51.2%), 대형사고 위험작업 실시 등 적정시기에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별 

확인주기를 조정해야 한다(60명, 35.7%), 위험등급이 높은 경우 확인에 참여하는 확인자의 

수를 늘리는 등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자의 수와 확인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2명, 7.1%), 확인 시 계획서의 내용과 현장의 안전관리 일치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10명, 6.0%)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3-16)

[그림 3-16]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개선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가 재해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위험등급을 구분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개별 건설현장의 

재해율 및 안전관리 수준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체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

등급을 관리해야 한다(76명, 45.2%), 심사 시 현장의 상황 및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을 관리해야 한다

(36명, 21.4%), 사망재해분석을 통해 핵심타깃을 선정 후 핵심타깃의 유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을 관리해야 한다(33명, 19.6%), 지역별 공사현장의 

특성 및 재해현황을 반영하여 지역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을 관리해야

한다(23명, 13.7%)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17)

[그림 3-17] 위험등급을 구분하는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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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가 재해예방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확인주기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심사 시 대형사고 위험공정 시기를 

지정하여 법적 확인주기(6개월) 이내에 대형사고 위험공정 시기에 확인을 실시한다

(66명, 39.3%), 위험등급이 높은 1순위, 2순위는 확인주기를 더욱 단축한다(54명, 

32.1%), 사망재해 분석을 통해 핵심타깃을 선정 후 핵심타깃을 집중관리하는 방식

으로 한다(26명, 15.5%), 위험등급이 높은 1순위, 2순위는 공단의 확인 실시와 사업주의 

자율확인을 병행한다(22명, 1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18)

[그림 3-18] 위험등급에 따른 적절한 확인주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가 재해예방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확인자 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위험등급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등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확인자수를 조정해야 한다(96명, 57.1%), 위험등급이 높은 

현장은 2명의 확인자가 확인을 실시하고 2순위와 3순위 현장은 확인자 1명이 확인을 

실시한다(49명, 29.2%),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확인자수는 1명이면 충분하다(15명, 

8.9%), 내실있는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확인자수는 무조건 2명이상이어야 한다

(8명, 4.8%)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19)

[그림 3-19] 위험등급에 따른 적절한 확인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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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가 재해예방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확인자 자격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위험등급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등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확인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81명, 48.2%), 위험등급이 

높은 현장은 공단 경력 10년이상 등 자격조건을 두어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54명, 32.1%),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확인자의 자격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19명, 

11.3%), 내실있는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확인자수는 무조건 2명이상으로 하고 

그 중 한명은 공단 경력 10년이상 등 자격조건을 두어야 한다(14명, 8.3%)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20)

[그림 3-20] 위험등급에 따른 적절한 확인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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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관리 방안

  건설현장에서 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계획서 제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예방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계획서 제도의 산업재해 감소효과가 정체된 현재 대형화하고 나날이 신기술이 

도입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계획 수립 시 사전 위험성을 도출하고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해 시행중인 계획서 제도의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현황

  계획서 제도 현황, 국내·외 관련 제도 현황 비교 분석 및 선행연구내용 분석 

등 이론적 고찰, 재해현황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및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계획서 제도를 심사와 확인으로 나누어 실효성 저해요인을 도출

하였다.

4.1.1. 심사

  첫 번째, 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해야함에 따라 현장의 주요공법 및 안전

관리조직이 갖추어지기 전에 작성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사 

후 현장소장 등 현장 안전관리조직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선임된 현장소장은 심사

결과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이행하기 때문에 계획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 중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변화에 의해서 시공계획이 

변경되지만 이러한 변경사항의 반영이 미흡하다

  두 번째, 계획서 작성자와 실제 이행자가 다르다.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 

외부 제작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계획서 작성 시 공사 착공 전 계획서 작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서가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획서는 대부분 외부 제작업체에 맡기다 보니 사내에는 작성자와 검토자가 

대부분 없고 작성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실화가 

저해된다. 

  세 번째, 대상공사별로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계획서 작성의 편리함과 심사를 1번으로 마무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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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제출하는 경향이 있어 시공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서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4.1.2. 확인

  첫 번째, 계획서 심사 시 심사위원이 지정한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에 적기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옥외 작업으로 인해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 대형

사고 위험 공정이 수시로 변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작업시기를 알려주지 않아 

적기에 확인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설계변경 작업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토가 어려운 점이다. 

  공사 중 시공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별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획서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계획서의 법정 확인 주기는 6개월 이내이므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건설현장

에서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시공을 하게 되면 이미 작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변경 계획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확인자의 역량에 따라 확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계획서 심사·

확인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원,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건설안전분야 사업 진행으로 직원의 역량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개인의 전공분야, 경험 및 능력에 따라 재해예방의 효과가 상이하다.

4.2 위험등급 적용의 문제점

 4.2.1. 위험등급 기준

  사고사망감소 성과 창출을 위해 ’18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시행 중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위험등급제’는 계획서 대상 전체 현장에 대해 공사종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위험등급을 단순 분류하여 작업의 위험도, 안전관리수준 등 현장 

작업상황(공정율)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진 공사금액이 큰 아파트 

공사 등이 고위험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안전관리수준이 낮은 120억미만 건축공사

(다세대, 연립 등) 등이 저위험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재해현황 및 지역별 건설

업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 건설업체 재해

현황 및 공사관계자의 재해예방노력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위험등급제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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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확인주기 

  지난 10년간 계획서 확인 횟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8년도

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제’의 시행으로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확인 횟수가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확인횟수가 149% 급증(’09년: 5,327회 → ’18년: 13,263회)하였으나 확인 전담

인원은 오히려 18% 감소(’09년: 188명 → ’18년: 155명)하여 ’09년 대비 ’18년도에는 

1인당 평균 확인횟수가 3배(29회 → 87회)로 급증하여 확인전담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확인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위험등급이 높은 현장의 경우 확인 주기 단축에 따라 확인을 

너무 자주 실시하여 현장의 피로도가 높은 실정이다.

4.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적용방안 제안

 4.3.1. 위험등급의 기준 재정비

  사고사망감소 성과 창출을 위해 시행 중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는 지역별 산업재해 및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종류, 시공순위, 

사망사고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고위험현장 선별 및 차등 관리(확인주기 

단축)에만 집중하여 개별 현장의 특성 반영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건설업체 재해율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역량뿐만 아니라 계획서 심사를 

통해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수준과 위험작업을 파악하고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개별 건설현장의 특성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4.3.2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의 내실화

  위험등급에 따른 일률적인 확인주기 단축은 건설현장의 피로도 누적과 공단의 

확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일률적인 확인주기 단축보다는 

심사 시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를 지정하여 법적 확인 주기 내에 확인을 실시하는 

등 확인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단은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작업 시기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를 파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자의 수와 자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않고 있어 위험

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가기 위해서는 확인자의 수와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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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계획서 제도 관련 연구 문헌조사, 재해 현황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획서제도의 실효성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재해예방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사

종류 및 사망사고발생현황 등 일률적인 분류기준이 아니라 개별 현장의 재해율 등 안전

관리 역량을 반영하고 심사를 통해 위험작업을 확인하는 등 분류기준을 재정비하면 

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계획서 확인주기 단축을 통한 위험작업 시기 확인 실시보다는 위험작업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작업 시기에 확인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인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건설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성을 강화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험작업 시기 입력’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위험작업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자의 수와 자격 조건을 두어 대형사고 위험작업에 

적합한 확인자가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계획서의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통한 계획서 확인이 재해예방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계획서 작성 및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획서 작성 시 대상공사별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분리제출을 

의무화하고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자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서 작성의 간소화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직접 계획서의 작성이나 검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고 공단에 통보를 의무화하여 공단의 심사를 통해 

변경사항의 이력관리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제안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적용 방안이 재해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율안전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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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 

계획서에 따른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에 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더욱 발전시켜 위험등급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적기에 내실있는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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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by Risk level through the 

Preliminary Hazard Assessment in the Construction Site

Sooil Bang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e Harm and Hazard Prevention Plan system, which legislates the Preliminary 
Hazard  Assessment, requires high-risk construction sites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before construction and check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safety plan during construc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onstruction sit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system in 1991, 
disaster reduction has been achieved at high-risk sites, but the reduction in 
accident deaths at sites subject to submission of the Hazard Prevention Plan has 
been stagnant since 2015 due to the enlargement of construction sit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atest construction methods.

Accordingl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implemented 
various systems, including evaluation and verification of industrial safety guides,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system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construction sites, and monitoring of sites for checking plans 
using safety and health guards at construction sites.

In particular,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anted to reduce 
disasters by strengthening the field operability of the plan by frequently visiting 
and inspecting high-risk sites by implementing the Risk Rating System for Sites 
Subject to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but more than 100 accident 
deaths are still occurring at construction sites subject to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In this study, I am going to investigate the level of awareness, such as on-site 
operation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ntensiv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risk 
rating through literature surveys, disaster status analysis, and various surveys on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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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by rationalizing the criteria for the intensiv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risk rating of the first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an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by hazardous 
work at individual sites, rather than uniform classification criteria such as 
construction types and the status of death accidents, will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identify the timing of the hazard 
work rather than to perform the verification at the time of the hazard by 
shortening the verification cycle. And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do so if we do 
so when dangerous work is under wa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should strengthen the utilization 
of the integrated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system currently in place. It will 
be possible to induce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by 
having construction companies announce the "time of dangerous work" of 
large-scale accidents such as fires and explosions at construction sites, identifying 
and verifying the timing of real-time hazardous work.

In addition,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ill be abl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by having the number and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each risk rating and conducting verification by those 
suitable for the risk work of large accidents.

In order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lan to show the effects of disaster 
prevention, a substantial plan preparation and examination must precede.

When preparing a plan, separate submission of the plan shall be mandatory for 
each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safety manager or supervisor of the 
construction site shall prepare or review the plan.

In addition, if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lan due to a change in the 
construction method, etc., it shall be mandatory to notif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hange 
through an examination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In this study, I proposed a plan to apply the 'Intensive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Risk Levels of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disaster prevention, the proposed application of the 
"intensiv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risk rating of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should be implemented first by the constr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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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1. 기본사항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인식도

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공사 착공을 위한 허가 수단 (법적 제출사항)

2) 공사 착공 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수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는 수단

4) 기타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에 효과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과가 좋다

2) 효과가 좋다

3) 그저 그렇다

4) 별루 효과가 없다

5) 전혀 효과가 없다

작 성 자

직    책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기타 (      )

전공분야 □토 목       □건   축        □안전관리           □기타 (      )

근무경력 □건설분야 (     년    개월)    □안전관련 (    년    개월)

현     장

공사종류
□공동주택    □주   택        □문화 및 집회시설    □철  도
□상하수도    □터   널        □기  타(직접기재:          ) 

방지계획서
대상종류

□높이31m         □연면적 3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교량 지간(    m) □터   널      □댐       □10m이상 굴착

공 사 비 □3억 미만         □3∼20억   □20∼120억  □120억 이상

공사기간 년      개월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대리인 □재해예방기관 위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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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현장작동성 및 실효성 저해요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1) 주요공법 및 현장조직 구성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공사 수행 중 공법변경 등 변경사항 반영이 미흡하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다

4) 대형사고 위험작업 진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적기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방지계획서를 준수하지 않더라고 처벌 수위가 낮다  

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계획서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2) 계획서에 따라 실제 작업해야 하는 현장 근로자

3) 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

4) 계획서 심사자 및 확인자

5) 기타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에 대한 사항

3-1. 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활용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1) 매우 활용도가 좋다

2) 활용도가 좋다

3) 그저 그렇다 (3-1-1로)

4) 별루 활용도가 좋지 않다  (3-1-1로)

5)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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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1) 계획서 이행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시공은 별개로 생각한다

3)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 계획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4) 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미비하다.

5) 기타 :

3-2. 현장에서 시공방법 변경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사유 발생 시 

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변경사항이 없었음)

3) 변경사항이 있었으나 수정하지 않았다 (3-2-1로)

3-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

가요?

1) 시간·비용의 부담

2) 작성이 어려워서

3)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함

4) 기타 (                                   )

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의 현장의 실제 작업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계획서의 내용에 따른 현장의 실제 작업내용 확인 소홀

2)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여 작성시기 부적절

3) 설계변경을 반영해야 하는 계획서 보완 미실시

4) 현장인력의 부족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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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에 대한 사항 

 공단은 건설현장의 「재해현황 및 지역별 대상공사 특성」을 분석 후 ‘유

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시행하여 확인주기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통기준 : 공사금액 120억이상, 31m이상 건축물, 시공순위 10대 이외, 공정율 15∼85%

4-1. 귀하는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시행하여 확인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2. 귀하의 현장의 확인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 2개월이내 1회 이상

2) 4개월이내 1회 이상

3) 5개월이내 1회 이상

4-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였습니까?

1) 매우 일치한다.

2) 어느 정도 일치한다.

3) 별루 일치하지 않는다.

4)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순위 위험등급에 따른 핵심타깃 확인 주기

1순위 공통기준 적용,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발생 시공사 현장
2개월 이내
1회 이상

2순위 공통기준 적용,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미발생 시공사 현장
3개월 이내
1회 이상

3순위 공통기준 미적용, 산안법에 따라 확인점검 필수 실시 현장
5개월 이내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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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 확인자의 자질에는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어느 정도 만족한다.

3) 별루 만족하지 않는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 대형사고 위험작업(붕괴·도괴·화재·폭발 

등) 시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졌습니까?

1)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졌다.

2)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어느정도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졌다.

3)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거의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전혀 적시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6. 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라 확인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영향을 미친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 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라 확인주기를 단축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120억원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수준이 낮으나 저위험 현장으로 

분류되는 등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불합리하다.

2) 위험등급이 높은 현장에 대한 확인을 너무 자주 실시하여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

3) 확인 주기가 일률적이라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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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가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

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각각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심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위험등급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2) 대형사고 위험작업 실시 등 적정시기에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등

급별 확인주기를 조정해야 한다.

3) 위험등급이 높은 경우 확인에 참여하는 확인자의 수를 늘리는 등 위험등

급에 따른 확인자수와 확인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확인 시 계획서의 내용과 현장의 안전관리 일치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4-9. 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가 더욱 재

해예방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건설현장의 위험등급을 구분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심사 시 현장의 상황 및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기준으

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을 관리해야 한다.

1) 개별 건설업체의 재해율 및 안전관리 수준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체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을 관리해야 한다.

2) 지역별 공사현장의 특성 및 재해현황을 반영하여 ‘지역별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위험등급’을 관리해야 한다.

4) 사망재해분석을 통해 핵심타깃을 선정 후 핵심타깃의 유무에 따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을 관리해야 한다.

4-10. 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라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적절

한 확인주기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위험등급이 높은 1순위, 2순위는 확인주기를 더욱 단축한다 [예: 1순위 수

시, 2순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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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등급이 높은 1순위, 2순위는 공단의 확인 실시와 사업주의 자율확인

을 병행한다 [예: 1순위(공단의 6개월에 1회 확인 + 사업주의 자율확인 2

회), 2순위(공단의 6개월에 1회 확인 + 사업주의 자율확인 1회),] 

3) 심사 시 대형사고 위험공정 시기를 지정하여 법적 확인주기(6개월) 이내

에 대형사고 위험공정 시기에 확인을 실시한다.

4) 사망재해 분석을 통해 핵심타겟을 선정 후 핵심타깃을 집중관리하는 방식

으로 한다

4-11. 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주기 단축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확인자의 

수는 어떻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위험등급이 높은(1순위) 현장은 2명의 확인자가 확인을 실시하고 2순위와 

3순위 현장은 확인자 1명이 확인을 실시해야한다.

2) 위험등급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등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확인자수를 조정

해야 한다.

3) 내실있는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확인자수는 무조건 2명이상이어야 한다

4)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확인자수는 1명이면 충분하다

4-12. 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주기 단축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확인자의 

자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위험등급이 높은(1순위)현장은 공단 경력 10년 이상 등 자격조건을 두어 확

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등급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등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확인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3) 내실있는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확인자수는 무조건 2명이상 실시하고 

그 중 한명은 공단 경력 10년이상 등 자격조건을 두어야 한다.

4)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확인자의 자격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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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활용도 제고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

다면 아래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

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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