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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study the effect of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and the evaluation of the employer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Method: An academic discussion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with the analysis results.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using the measure-

ment tools collected from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collected data. Result: Research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the expansion of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the business owner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employer's evaluation of the ordering 

part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Conclusion: The 

expansion of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the employe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valuation 

of the owner of the orderer ar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Key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sponsibility, Duty, Penalty, Safety Management 

System

요 약

연구목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의 내용과 분석 결

과를 비교하여 학술적 논의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로부터 수집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로 통계적인 다중 회귀분석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가설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

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가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는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시

스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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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정된 산안법1)은 사업주2) 및 발주자3)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

도급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발주자는 기획, 설계, 시공 단계마다 재해감소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건설업

에 있어 발주자의 책임부여에 대한 도입은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재해감소 및 건설현장관리자

들의 의식변화로 안전사고 감소변화와 함께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부여는 건설공사 재해예방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따른 재해감소 성과는 영국 중대 안전사고 변화를 비교하면 발주자 중심

의 안전관리가 건설공사는 산업재해예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4)”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

업주 및 발주자의 책임 및 의무강화로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 안전조치강화 및 발주자의 평가시

스템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의 인적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은 사건 발생 당시의 피고인들의 직책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전

체의 35.7%(1,756명)로 가장 많았고, 원청 사업주 34.6%(1,702명)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수급 사업주 12.7% 

(624명), 원청 사업주의 현장소장 10.6%(522명), 하수급 사업주의 현장소장5.8%(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안전

보건조치 위반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안전보건관리가 직접적인 업무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하면 주

로 원청 사업주, 하수급 사업주, 원청 현장소장 하수급 현장소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추정과는 다를 바 없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5)”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권한에 비례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역할과 책

임을 부여하는 제도는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해외의 건설 선진국과 

같이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를 정점으로 하여, 발주자가 고용한 안전보건전문가(safety 

coordinator)를 통해 발주자의 책무를 보좌하면서 공사 참여자를 감독하는 발주자 중심의 종합적 건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제정은 지난 20년 동안 ISO와 ILO의 근로자 권익보호 등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류에서 국제 표준 제정에 상호 합의 및 규격화 진행하여 2018년 3월 12일 ISO 45001이 공표되었

다. 기존 OHSAS 18001 인증 조직은 유예기간(3년) 안에 ISO 45001 전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KOSHA 18001의 경우, ISO 

45001 규격 요건을 반영하여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국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MS 개정되어 시

행되고 있다. 국내 산안법에 해당하는 해외 산업안전규정은 영국의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

1)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후 산안법이라 칭한다.

2) 산안법 제2조 (정의)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안법 제2조 (정의)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

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안홍섭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 도입방안‘ 한국안전학회. 2017, pp.80-86

5)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 분석연구,2018. pp164-165

6) 한홍섭,원정훈 윤영철,윤형구,정진우(2017)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도입 방안.2017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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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ation)은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설계자와 발주자의 이행 사항을 최대한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이 국내와 비교하여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다. CDM(2015)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단순화하여 5부

(parts) 39개 조항과 5개 별표(schedules)로 구성되어 있다.”7) 실행지침으로 ACoPs를 제공하여 법령의 이해와 준수를 도모

하고 있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념

시스템은 경영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하며 “경영시스템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스템 문서를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서 전 구성원이 실행 및 준수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측정하여 지속 개선하는 

사이클 형태로 시스템 운영된다.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과 사회

적 책임까지도 요구되고 여러 종류의 경영시스템 표준과의 정렬의 필요성으로 상위 레벨 구조(High-Level Structure) 개념

이 등장하였다.

“안전관리시스템은 지난 20년 동안 ISO와 ILO의 근로자권익보호 등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보류에서 국제표준 제

정에 상호 합의 및 규격화 진행하여 2018년 3월 12일 ISO 45001이 공표되었다. 기존 OHSAS 18001 인증 조직은 유예기간

(3년) 안에 ISO 45001 전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KOSHA 18001의 경우, ISO 45001 규격 요건을 반영하여 지속 운영하는 것

으로 검토 중이다.8)” 주요 인증시스템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e OHSAS 18001 and KOSHA 18001

구 분 OHSAS 18001 KOSHA 18001

특   징 문서관리에 중점 건설업과 제조업구분없음 현장운영에 건설업과 제조업구분/전문성이높음

시스템개발 LRQA, BSI, BVQI, DNV 등 다국적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인증기관 민간기관에 의한 인증 공공기관에 의한 인증

인증활용 해외사업 국내사업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은 12개 장, 175개의 조문, 제6조9)(근로자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대개는 사업주의 의무이다. 제5조에서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의무 ②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③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 ④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

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를 의무로 구분한다. 

“노동계약법 상 근로계약관계 존부를 산업안전 법리상 의무 부담의 요건으로 삼아야 할 법리적 당위성은 적어도 오늘날과 

같이 외부 근로자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게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하는 

7)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5/51/contents/made

8) 유준희, 2019,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비교분석을 통한 건설안전 효율화 개선방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학위논문, 

pp.8-69

9)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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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라면 누구나가 그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상 도급인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라 하

더라도 산업재해위험을 더 잘 제어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이 타당하다.10)”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시스템의 개념 

<Table 2>, <Table 3>와 같이 “입찰제도 측면을 보면, PQ나 적격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입찰자의 시

공평가 결과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실적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변별력이 미흡한 상태

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새로운 입찰제도로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는데, 종합심사 낙찰제의 평가항목을 보면, 

공사 수행 능력 배점 40-50점 가운데 시공평가 항목의 배점이 30∼50%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아 낙찰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11)

Table 2. Construction evaluation table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Ⅰ.

공사관리

(65)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0.5배 이하 0.8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초과

출처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636호

Table 3. Comprehensive review self-evaluation table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5점)
사회적책임(가점2점)

건설안전 0.6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출처 : LH공사 종합심사 자기평가표,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2공구

10) 권혁 (2018)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노동법논총, pp.43,53-79

11) 오광진 (2014). 건설공사 시공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저작물 연계] 한국시설안전공단 발간자료, pp.1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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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연구모형

Fig. 1. Conceptual model of the study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감소 및 예방하고자 개정되었으며, 근로자가 소수인 경우 일

정기간 유예를 두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성을 유예하게 했다. 개정된 산안법은 사업주 및 발주자의 책임과 의무의 확대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부분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일부 반영하였다.

연구 문제. 개정된 산안법의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가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가설1. 개정된 산안법의 사업주 책임 및 의무 확대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개정된 산안법의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문지조사

설문조사는 현장, 본사, 발주처 관계자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건설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면접

과 Focus Group Interviw를 실시하여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본사 건설안전팀장과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문

항을 작성하였으며 편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Table 4과 같이 독립변수에 대한 척도는 심층 면접과 포커스 인터뷰

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Table 4. Measurement item scheme 

변수의 정의 변수설명 설문문항수(리커트5점척도)

독립변수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
근로자 보호

1.본사 수시안전점검 강화 2.CEO 순회점검강화

3.현장안전조치강화 4.정기교육 강화

5.외부 전문컨설팅 점검확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입찰참가, 안전평가확대

1.안전관리분야 배점확대 2.현행 벌칙규정 강화

3.중대사고 평가배점확대 4. PQ 강화

5.영업정지제도 강화

종속변수 안전관리시스템 안전시스템강화 1.본사의 처벌규정시스템 2.안전경영방침교육

3.현장안전점검회수증가 4.본사안전보건

5.본사안전조직 책임과 권한강화.

일반통계학적특성 연령, 직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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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과 분석절차

자료수집

설문지는 건설 관련 실무종사자와 발주처 관계자를 1차 조사하였으며, 건설 관계자는 2차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해서는 비확률 추출의 편의 표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차 설문 기간은 20. 04. 16 ∼20.04. 29까지 13일간 , 2차 설

문기간은 22.02.21~22.02.23까지 3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200부)를 배포하여 160부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가설을 통계 패기지 프로그램 자모비로 코딩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지를 분석 시행하였다. 

통계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 분석을 통하여 인구 통계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

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

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일반특성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5와 같이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160명의 응답자에 대한 일반 특성은 40대 인원

(56%)이 가장 많았으며 직무 문항에서는 현장 관리감독자(51%)가 가장 많았다.

Table 5. Typical characterisetics of respondents 

 문항 Leverl Counts %of Total Cumulative%

나이

30대 21 13 13

40대 89 56 69

50대 38 24 93

60대이상 12 8 100

 문항 Leverl Counts %of Total Cumulative%

직무

현장소장 13 8 8

현장관리감독자 81 51 59

본사근무자 18 11 70

안전관리자 34 21 91

발주처 관계자 14 9 100

상관관계 분석 

분석 순서

타당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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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본 논문에서는 논문 통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 같이 상관관

계 분석 결과 유의확률은 양쪽 검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안전관리시스템 요인이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확대가 

0.415로 가장 높았으며 p<0.001로 유의하고 두변인의 관계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관리시스템개선을 위

해서는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요인의 관계요인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Correlation matrix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 발주자의 사업주평가 안전관리시스템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 Pearson’s r -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Pearson’s r 0.20* -  

안전관리시스템 Pearson’s r 0.351*** 0.415*** -

Note. * p < 0.5, ** p < 0.1, ***p < 0.01

연구가설 검증

연구 문제의 개정된 산안법의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강화는 안전시스템시스템 개선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가설1. 개정된 산안법의 사업주 책임 및 의무 확대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

구가설2. 개정된 산안법의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

귀 방정식을 구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강화 요소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시스템 강화의 요인을 동시

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Table7과 같다. 다중공선성(multicollearity)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성 정도를 검증하는 통계값으로 분산팽창계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10, 공차(Tolerance)>0.1 때 변수들 간의 선형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VIF값과 

Tolerance값을 검토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 측정(Model Fit Measures)에

서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0.281로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강화 및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는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의 변화

량의 28.1%를 설명해준다. F통계값 분석결과 31.9%이며, 유의 확률은 p<0.001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잔차(실제값-예측값)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Durbin-Watson 통계값이 1 < dw < 3 상호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Durbin-Watson 통계값 1.79은 상호 독립적이라 할 수 있으며, 유의확률 p>0.001로 통계적으로 오차항 간에는 상관이 없다

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에서 개별변수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F통계값이 분산 분석표에 제시하였다. F값은 

설명된 변화량의 평균제곱 값을 설명되지않은 변화량(잔차)의 평균 제곱값으로 나눈값이다. F값에 따른 유의확률은 발주자

Table 7. Omnibus ANOVA Test - ANOVA Analysis for regression model (N=160)

　독립변수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VIF Tolerance

사업주 책임의무확대 7.2 1 7.205 25.7 < .001 1.00 1.000

발주자평가강화 10.34 1 10.340 36.8 < .001 1.00 1.000

Residuals 45.53 155 0.281 　 　

Model Fit Measures R2=0.291 Adjusted R2=0.281 F=31.9(p<0.001), DW Statistic=1.79, P=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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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강화는 유의확률 p<0.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는 p<0.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강화와 발주자의 평가 관계에서 종속변수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 정도

를 해석해보면 Table 8와 같다.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는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유의미(t=5.06, p<0.001)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1단위 증가할수록 +0.260 단위 만큼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는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영향을 34.3%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연구가설1은 채

택되었다.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강화는 안전관리스시템에 유의미(t=6.07, p<0.001)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단위 증가할

수록 +0.343 단위 만큼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강화에 의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영향을 4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에 의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정(+)의 영향은 연구가설2은 채택되었다. 

Table 8. Model coefficient responsibility

독립변수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Intercept 1.762 0.2936 6.00  < .001

사업주책임 및 의무확대 0.260 0.0513 5.06 < .001 0.343

발주자 평가강화 0.343 0.0566 6.07 < .001 0.410

따라서, 개정된 산안법의 사업주 책임 및 의무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는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책임 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 및 책임 확대에 대한 리커트 척도의 결과는 본사의 현장 수시안전점검 

강화가 높게 나타났고,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강화는 안전 분야의 배점확대가 리커드 척도에서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은 40대가 56%이고, 직무에서는 현장관리감독자51%로 가장 많았다.

셋째,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확대가 0.415로 가장 높았으며 

p<0.001로 유의하고 두변인의 관계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발주자의 평가확대가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 요인 

보다 높은 관계요인을 나타내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연구가설 검증은 다중회귀분석기법의 분석 결과 사업주 책임 및 의무 확대 및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가 안전관

리시스템개선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강화는 안전관리스시템에 유의미

(t=6.07, p<0.001)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단위 증가할수록 +0.343 단위 만큼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강화에 의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영향을 41.0% 설명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발주자의 사업자 평가에서 안전관리배점강화가 안전관

리시스템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의 평가시스템에 있어 안전관리 분야의 가점 및 감점을 확대하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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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시 낙찰과 입찰참가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발주자는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역할과 건설재해예방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주자는 사업주의 평가에 있어서 무사고 비중을 상향하여 가점을 확대하고 및 중대재해 발

생 시 감점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가 되도록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산안법은 중대재해발생시 기업의 영위와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하

고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산안법은 건설산업 현장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입사원까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안전문화로 정착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기업은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법의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 수정 및 보안요구를 정부를 상대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산안법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문

화의식 개선과 함께 미래로 가는 안전선진화에 대한 큰 물결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문화

정착, 중대재해감소 및 건설안전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건설현장의 적용에 있어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하

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강화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후 결과를 살펴본 후 중대재해법과 재해감소의 연관성에 대해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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