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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장 개요

출장명 해외 건설안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
출장자 

및
출장기간

소속 직급 성명 출장기간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
실장 오 광 진 2019. 9. 24(화) ~ 

27(금), 3박4일직원 구 인 환
출장지 싱가포르

 2. 출장 목적

□ 건설안전 관련 선진기술을 보유한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제도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 개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를 유도하고자 함

□ 싱가포르 노동부 주관 건설현장 안전상을 수상한 건설현장의 건설안전 확보 
및 관리현황을 견학하여 국내 도입을 모색 

 3. 출장 일정

□ 출장 기간 : 2019. 09. 24.(화) ~ 09. 27.(금), 3박 4일
□ 방문기관 및 방문현장
 ○ 싱가포르 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
 ○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2개소(쌍용건설)
□ 주요일정
 ○ 09.24(화) : 싱가포르 도착 (진주 → 인천 → 싱가포르)
 ○ 09.25(수) : 싱가포르 노동부(MOM) 방문
 ○ 09.26(목) : 쌍용건설 현장 견학 (토목 및 건축현장 각 1개소)
 ○ 09.27(금) : 인천 도착 및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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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장 주요내용

4.1 싱가포르 노동부 방문

 ○ (일  시) 2019년 9월 25일(수) 
 ○ (장  소) MOM Services Centre 미팅룸
 ○ (참석자) Mr. Sebastian Tan 본부장 등 노동부 직원 5명
 ○ (주요내용) 싱가포르의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운영 설명

싱가포르 정부는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엄격한 감시를 통하여
시공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음.

   - Construction Regulations : 공종별 안전관리 규정 
   - Power of Inspectors under WSHAct. : 감독자의 역할과 권한
   - Business Under Surveillance Programme(BUS) : 부실업체 감시 프로그램
   - Demerit Points System for Construction sector : 벌점제도
   - Design for Safety : 설계 안전성 확보 절차 
   - SnapSAFE App. : 현장의 위험환경 모바일 신고제도

싱가포르 노동부(MOM)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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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목, 지하철] Thomson-EastCoast Line (T308 공구) 현장방문

 ○ (일  시) 2019년 9월 26일(목) 09:00 ∼ 12:00
 ○ (장  소) 쌍용건설 지하철공사 현장(공공공사)
 ○ (참석자) 정상현 소장 외 3명
 ○ (주요내용) : 건설안전관리제도 이행 현황 파악
   - 노동부(MOM)와 발주청(LTA)의 안전감시 이행현황 소개
     · 주기적 현장점검, 무관용 원칙, 협의체와 미팅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유도 
       ⇒ 정부 및 발주청의 효과적 감시수행, 미팅의 실적을 엄격히 관리 
   - 규정 이외의 안전관리자 추가배치 운영
     · MOM 등의 엄격한 감시를 의식하여 관리자 배치규정의 2배 운영
       ⇒ 정부가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
   - 현장의 안전관련 자료비치 운영
     · 위험도평가, 안전시공 절차, 추락방지계획, 자재 시험성적서, 비계설치 

담당자, 작업 제한조건 등 현장에 관련자료 비치하여 안전관리 유도
 

 4.3 [건축, 주거시설] Forest Woods Residences 현장방문

  ○ (일  시) 2019년 9월 26일(목) 14:00 ∼ 17:00
  ○ (장  소) 쌍용건설 아파트 건설현장(민간공사)
  ○ (참석자) 김응주 소장 외 3명
  ○ (주요내용) 건설안전관리제도 이행 현황 파악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안전관리 절차에 차별 없음
   - 사업 시행자(민간)의 자체 안전관리 노력 소개
     · 시공 참여업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 평가결과의 입찰 반영
     · 시행자 주관 안전관리 우수업체 선정 및 입찰가점 부여
   - 안전관리자별 현장 안전점검 확인 이력 관리
     · 각 안전관리자별 현장점검한 이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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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싱가포르 주요 제도 분석

5.1 Business Under Surveilance programme(BUS)

 ○ (대 상)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부실한 현장관리 적발, 벌점 18점 이상 누적된 
업체(일명 Bad Boy Club)

 ○ (벌 칙) 
    - 프로그램 적용 대상업체는 노동부(MOM)의 평가단계와 감시단계로 통제
     · 평가단계 : 해당업체의 Risk Assessment & Management 검토
     · 감시단계 : 시공사의 포괄적, 지속가능한 건설안전 관련 Action  Plan 제시 전

까지 감시
    - BUS 프로그램 대상업체는 입찰제한, 신규근로자 투입제한, 노동부의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건설공사 진행이 곤란
     ⇒ 시공업체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 마련·운영 유도

※ 첨부 1 싱가포르 노동부의 BUS 프로그램

※ 첨부 2 싱가포르 노동부의 Demerit Point System

5.2 모바일 어플(SnapSAFE)을 활용한 건설안전 위험 신고제도

 ○ (신고주체) 건설현장의 근로자, 주변 시민 등이 부실한 안전관리 등 위해요소 
발생시 “SnapSAFE” 어플을 통해 무기명 신고(신고건수 : 약 200건/월)

 ○ (조치사항) 노동부에서는 조사관을 신고즉시 파견하여 안전점검 실시
    * 신고 건에 대한 점검은 불시점검으로 실시되어 신고자 익명성 보장
※ 첨부 3 노동부 조사관의 권한 (Power of inspectors)

※첨부 4 모바일 어플(SnapSAFE) 브로셔

5.3 Construction Safety Orientation Course(교육 프로그램)

 ○ (대  상) 모든 건설근로자 대상 취업전 8시간 수강 의무(MOM에서 관리)
 ○ (Pass 기준) 교육 후 필기시험 실시 
 ○ (보수교육) 2년 주기(경력 6년 미만), 4년 주기(경력 6년 이상)
※ 이외에도 건설공사 참여자별 다양한 안전교육과정이 개설되어 법으로 필수 이수

과정을 정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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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건의(국토부)
 ○ BUS(부실업체 관리프로그램), Snapsafe(위험현장 모바일신고) 제도의 효용성 

검토 후 제도 개선 추진
 ○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별 safety check 이력 및 관련자료 비치 제도개선 추진
 
□ 설계안전성 검토 위험요소 프로파일 보완
 ○ 싱가포르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검토 후 국내 관련 기준에 반영 

□ MOM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안전교육 과정 국내도입 검토
 ○ MOM의 건설안전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국내의 적용성 검토
 ○ 필요시 공단 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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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진대지

싱가포르 노동부(MOM) 방문 건설안전제도 관련 토의

지하철 공사현장(T308) 방문 아파트 신축 현장(Forest Wood) 방문

지하철 현장, 장비활용 현황(2인1조) 안전관리 자료 현장 비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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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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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싱가포르 노동부의 BUS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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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싱가포르 노동부의 Demerit Poi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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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노동부 조사관의 권한 (Power of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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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모바일 어플 (SnapSAFE)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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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기타 자료수집 목록

1. Design for safty guide

2. Construction Regulations
3. Power of Inspectors under WSHAct.
4. Business Under Surveillance Programme(BUS)
5. Demerit Points System for Construction sector
6. SnapSAFE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