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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20여년의 직장생활을 하며, 사업장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다 깊은 안전보건 전문지식에 대한 갈구와 석사학위의 필요성을 종종 느꼈지만,

막상 실행에는 주저하며 20여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때마침 울산대학교에서 안전

보건전문학과를 개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한치의 주저 없이 입학지원을 하였고,

운 좋게 나에게 입학허가가 떨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업에 손 놓은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을 극복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야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좀 힘들게 

느껴졌지만, 이러한 특수한 나의 여건을 잘 이해해 주시며 학업에 낙오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김재균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논문작성에 많

은 지도와 편달해주신 장길상 교수님과 정기효 교수님께도 매우 감사의 뜻을 전한

다. 그리고, 저의 안전보건지식이 한층 깊어지도록 힘써 가르쳐 주신 김석택 교수

님, 이복임 교수님, 박현철 교수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

로 나와 비슷한 열악한 학습여건으로 학위과정을 함께한 동료들께도 모두 고생했다

고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울산대학교의 학위과정을 통해 한층 깊어진 안전보건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수준이 OECD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안전보건의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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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산재감소를 위한 사업주 역할 및 

안전투자 확대 필요성에 관한 연구

- 50인 미만 제조업 중심으로 -

울산대학교 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이  규  득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정책

으로, 선진국에서는 200여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50여년 만에 달성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수많

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다침으로써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엄청난 경제

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노동자가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

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전체 산업재해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제조업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안전경영 및 예방활동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

해 적정한 안전 예산 및 투입인력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설문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와 노동자 안전의식은 상호 정(+)의 관계가 있다. 둘째, 구성원(사업주

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장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가 증가한다. 셋

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이 낮다. 넷째, 산업재

해 발생 사업장일수록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 낮다. 다섯째, 재해 발생경험은 구성

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를 확대됨. 여섯째, 제조업에서도 

안전인력은 전체의 3%이상, 안전예산은 전체의 3%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전의식 제고 → 안전 투자 증가 → 산업재해 감소” 라는 순으로 상

호 영향을 주고 있다. 산재예방 출발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핵심

으로, 모든 정책은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에 집중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 필요

하고,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경영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생각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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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벌금·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 현재까지 제조업에 대한 산업안전 투자 기준을 제시한 연구내용이 

없다. 본 연구에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인력 및 예산규모를 전체 인력·

예산의 3% 수준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 대부

분이 원청으로 부터 최저 낙찰가로 위탁사업을 수행 하다 보니, 안전에 투자할 여

력이 없다 한다. 이에, 위탁업무 단가 계산 시, 안전예산만큼은 별도 편성될 수 있

도록 관련제도 마련을 정부에 당부하고 싶다

본 연구는 회사의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사업장의 안전 담당 인력·예산 규모를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제조업에 적정한 안전 담당 인력과 예산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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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우리 사회는 위험사회를 넘어, 이미 초위험 사회로 진입했다. 그 이유는 정부주

도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단지내에 시설의 밀집화, 복합화, 대형화 등으로 위

험 밀도 자체가 매우 높아졌고, 이러한 밀집화로 인해 어느 한 시설에서의 화재 폭

발 등은 인근 시설의 연쇄적인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60~70년대 산업발전 및 활성화 초기에 설치된 석유화학 시설 등 각종 공장 설비

는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후화됨으로써 누출,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정규

직과 비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더욱 복잡해졌고, 덩치 큰 대

기업의 경우는, 사업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위험한 공정은 하청을 주어 협력업체

에서 처리하게 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또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지금 이순간도 우

리나라 각 도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경기 일산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저유소의 유증기 화재폭발, 거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붕괴나 밀양 병원 

대형화재,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참사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

직도 메탄올 중독과 같은 후진적 직업병이 나오는가 하면, 최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과 같은 직업병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국가에 대해서 국민소득수준에 맞

는 안전한 국가의 사고예방시스템을 통해 산업사고와 직업병을 막아달라는 국민들

의 요구는 이제 추상과 같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2017년 새로 출범한 정

부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책임임을 

전 국민에게 천명하고,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및 정부의 국민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강

력한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 학계 및 연구단체의 안전보건정책 수

립에 필요한 각종 연구과제 및 논문 등의 참고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50인미만 제조업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의 안전의식이 재해와 사업장의 안전투자(인력․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

한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방법과 및 사업장의 안

전 투자를 위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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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 정

책으로, 선진국에서는 200여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40여년 만에 급속하게 달

성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 경제 위상을 

OECD 10위권이라는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렇듯 급작스럽게 국민들에게 부

여된 경제적 풍요로움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사람이 수단이 되거나 인권

이 물권보다 가치가 없어지는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었다.

항상 생산 및 수출 증대라는 경제논리에 밀려 노동자의 안전은 어느 정도 희생이 

불가피 하다는 사회적 묵인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방조속에 수많은 노동자

들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다침으로써 노동자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안전사고”라는 부정적 측면

이 항상 수반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7년 거제 삼성중공업 및 의정부 건설현

장 타워크레인 붕괴, 2018년 경기 일산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저유소의 휘발유 180만 

리터의 화재폭발 등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이 아직까지도 OECD 가입국가중 안전의

식이 가장 낮은 단계임을 반증하고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투자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사업주 및 근로

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둘째, 안전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 노력과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한 나라, 노동자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

다. 사업장의 안전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전담당 인력 배치 및 안전 

지출예산 편성은 기업운영에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 및 발전을 위한 

투자임을 사업주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기업의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을 위해, 전체 산업재해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50인 미

만 사업장중 제조업종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

해서 사업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원활한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적정한 

안전보건 예산 및 투입인력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 내용 및 범위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고용노동부, 2107)에 따르면 2016년도에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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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적용사업장 2,456,225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8,431,716명 중에서 4일 이상 요

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0,656명이 발생(사망 1,777명, 부상 81,548명, 업무상질병 이

환화 7,068명)하였고, 재해율은 0.49%이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

금 지급액)은 4,280,05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93% 증가하여, 직간접 손실금액을 포

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1,400,27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93%가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47,035,222일로 전년대비 1.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근로손실일수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주들

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의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사업장은 근로자 안전의

식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사업주에게 안전경영 투자에 대한 최소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각종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기업이 안전보건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지 등 50인 미만 제조업

종에 대한 적정한 안전보건 담당 인력 및 안전예산 비용에 대한 제시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본 연구는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50인 미만 제조업종에 대한 적정한 안전보건 

조직 및 인력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산업안전의 통제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 인력 및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4.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50인 미만 제조업종의 산업안전보건예방활동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조사

하기 위한 문항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였으며, 사업장 설립이후 2017년까지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사업장을 구분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0인 미만 제조업종의 사업주 및 근

로자의 안전의식과 사업장의 안전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안전 담당 인력 및 예산 등을 비교함으로써 적정한 안전보건투자 

비율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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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안전의식의 중요성

2.1.1. 안전의식의 정의

안전의식(Safety Consciousness, Safety Awareness)이란, 노동자의 잠재적인 안전

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

2010). 지식보다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도에 따라 안전의식이 높다 또는 낮다고 말

한다. 안전의식은 작업장 또는 생활주변의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

는 개인의 인지도를 의미하는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말하며, 또한 안전하고자 하는 본능을 의미하며 안전행동의 원동

력이 된다(이경재, 2013). 작업장에서의 안전의식은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려는 행동을 수반하는 상태를 말한다(최상복,2004).

2.1.2. 안전의식과 산업재해 

현대사회는 대형화, 복합화, 집적화, 고도화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고나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까지 국가나 제조회사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겠지 하며, 사고를 외면하거나 사고가 나면 운이 나빠서 났다는 운

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를 문명발달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가피한 희생

으로 간과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고용부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0만 여개의 사업장에서 

1,85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이중 매년 9만 

여명의 근로자가 다치고,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

미국과 비교하면 2~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정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활동으로 1987년 공단 설립당시 2.66% 이던 

재해율은 2016년 0.49%로, 3.29였던 사망만인율은 0.96으로 낮아졌지만, 2014년 세월

호 침몰사고, 2017년 거제 삼성중공업 및 의정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등 잇

따른 대형사고와 떨어짐, 충돌, 넘어짐 등 재래형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어, 근원적인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는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기술적 원인, 예방정책 부재로 인하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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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재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구성원은 중

상해를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고 사회구조상 산업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산업재

해에 대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중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및 종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노동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평소 산업안전에 인식하고 교육훈련을 받았다면 사고에 대해 미리 예측하

고 대비할 수 있으며, 만약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수

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은 스스로 위험성 평

가를 통해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준비를 한 사업장은 사고위험을 최소

화할 수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에도 적절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

나, 평상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는 사업장은 사망사고 또

는 중대 산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극대화되어 사업장 존폐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준비는 사업장의 존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전 위험

성평가 등 빈틈없는 사고예방 프로세스를 구동시켜야 할 것이다.

2.1.3. 안전의식 제고방안

산업재해에 대한 기존의 재해발생 ·방지이론에서는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을 줄

임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의 억제는 노동자

에게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의 습득과 평소에 안전한 작업태도를 생활화하도록 주

기적인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김동광, 2002)

건설업, 전기․가스및상수도업, 광업, 제조업 등 4가지 업종의 근로자의 안전의

식과 안전실천의 관계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긍정적일수록 안전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실천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실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이승호, 2011)

제조업 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법정교육 외 교육, 기타업종의 비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사업장 

재해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공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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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이 반

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에 지장이 발생

한다는 이유로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사 교육이 이루어져도, 전문강사 대신 부서장등의 원론적인 강의 내용 때문에 안

전보건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김준영, 2017).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봤듯이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은 안전교육과 현장훈련이 중요하고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안전교육과 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해 보려

한다.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상호관계, 이러한 구성원 안전의식

과 사업장 안전환경과의 상호관계, 사업장 안전환경과 산업재해 발생과의 관계에 

대해 설문 및 분석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2.2. 안전보건교육 실태 

2.2.1. 안전교육의 필요성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실수의 직접 원인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과 안

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 자만심, 방심, 부주의, 부정적인 사고 등에 기인

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불안전한 안전 의식은 평소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의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기회는 사업주의 안전

의식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 안전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높은 사업주의 경우

는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으로 안전교육기회를 부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는 교육에 필요한 시간조차 생산에 방해가 된

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육대신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거나, 회사의 형편상 안전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다하여 교육 자

체를 생각조차 하지지 않는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 의해 체계적으

로 진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다수는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 및 노동자 교

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2.2.2. 안전교육 실태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제대로 안

전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신규채

용시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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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시되어도 형식적이고 일방적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의 적극

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최진옥, 2010)

제조업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방법은 강의식, 재해사례발표, 토

의식으로 이중 교육진행이 비교적 간편한 강의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교육방법으로는 시청각 

교육, 재해사례발표, 실습과 연습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수의 제조업 현장에

서는 형식적인 강의식 및 토의식 교육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이승호, 2011)

최근 대형사고 및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

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보건공단 50인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현장근로자의 정기 안전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13.9%로 이르고 있으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도 13.1%,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은 무려 

21.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2015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중소규모 제조 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 교육장 또는 강의장이 설치되어 있는 현

장은 77.0% 수준 이었고, 23.0%은 교육장조차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현장으로 나타

났다(김준영, 2017). 이를 보면 중소규모 100개 사업장중 23개 사업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여건조사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업장에서 체계적

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2.3. 안전교육 방향

산업재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제도적 정비를 통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다수의 근로자가 효과적인 교육방법으

로 원하고 있는 시청각 교육과 재해사례교육을 현장사무실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교

육장에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계별․근로자 특성별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

론으로 CAP 3대 교육방법[재해사례발표(Case Study on Disaster), 시청각 교육

(Audio–Visual Education), 실습/연습(Practice/Trainingeducation)]을 도입해야 한

다고 제안하고 있다(이승호, 2011).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이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매

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 부족 및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이에 효율적인 안전교육 방

안으로 관리감독자 참여를 통해 회사에 적합한 교육컨텐츠 및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또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근로자에게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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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기 보다는, 경영진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주와 관리감

독자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준영, 2017)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안전보건교육 자

료를 재해사례별, 업종별, 공정별, 단위작업별 등으로 세분화 하여 제작하여 사업장

에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

록 관리감독 강화와 지도방안이 필요하다.(최진옥, 2010)

모든 제도는 성패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안전보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보건교육비 확대와, 교육을 모범적으

로 잘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할인, 교육우수생에 대한 장려

금, 교육실시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손실 보전 등의 정부의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김동철, 2002)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

는 시청각 위주의 사례공유를 원하고 있고, 안전보건교육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강

요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의 경영자에게도 의무화하고, 정부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와 인센티브 부여 등의 양면적인 노력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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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장의 안전 투자  

2.3.1.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의 필요성

사업장의 안전경영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꾸준히 회자되어 왔지만, 실제 작업장

의 안전 확보 방안인 안전경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제한되어 왔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재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사고조사를 하고, 사고원인분석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고작

이었다. 이러한 대책의 실행 또한 언론 및 국민으로부터 관심이 사라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없었던 일처럼 기억 저편으로 멀어지는 것이 대부분

의 현실이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나기 전부터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사고요인들에 대

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하는 적극적인 안전경영, 즉 안전에 대한 

선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투자가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 달성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투자, 비용으로만 치부하던 낡은 인식을 개

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난후에 사고원인 분석을 하

고, 책임자를 찾아 벌을 주고, 피해자에 보상을 하는 등의 사후 약방문식으로 재해

대응 방식을 벗어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예방적, 선도적인 안전경영을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및 예산 등을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생산투자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3.2. 사고 비용 이론

사업장에 안전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많은 연구과제, 학술 

발표, 정책수립 등에 인용되고, 논리적 근거로 다루어졌던 선행이론 중에, 하인리히

(Heinrich)방식, 시몬즈(Simonds)방식, 윌릭(Wallach)방식, 콤페즈(Compes)방식에 대

해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산재사고로 인한 손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업장 안전

경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임헌진, 2005)1)

1) 건설공사의 안전투자비에 대한 효과분석 모델 개발(임헌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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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인리히(Heinrich)방식

1931년 하인리히(H.W.Heinrich)는 산재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처음 

제시하였다.2) 당시까지만 해도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으로만 간주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던 비용을 수많은 케이스로부터 도출된 숫자를 분석하여 정량화하였다. 보험

회사에 지불하는 총비용을 ‘직접비용(Direct cost)’이라고 하고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지출(구급, 피해자수송, 피해자 및 다른 근로자가 잃은 근로시간, 생산수단의 복구비

용, 생산과 이윤 손실, 적당한 보상 없이 지불된 일반 비용 등)을 ‘간접비용(Indirect

cost)'이라고 하였으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를 '총비용(Total cost)'이라 하였

다. 하인리히는 각 기업에서 관찰된 다양한 조합의 직접비용(CD)과 간접비용(CI)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식을 도출하였다. < CT =CD +4CD = 5CD >

나. 시몬즈(Simonds)방식

기업차원에서 산업재해의 비용을 계산하려는 방법으로, 1950년에 미국의 시몬즈

(R.H.Simonds)는 <CT =CA +CNA> 라는 공식을 제시하였다.3) 즉, 총비용(CT)은 보험

비용(CA)과 비보험비용(CNA)의 합계라고 보았다.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은 하인리히

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상응한다. 시몬즈가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에서 지출된 비용을 분류할 때 보험으로 지출된 비용과 그렇

지 않은 비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들 용어가 더 적절히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몬즈 방식의 장점은 각 등급의 평균비용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오차가 다른 

등급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총비용에 가까운 근사치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시몬즈는1940년대 후반의 미국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 즉, 간접비용과 집적비용의 비율은 ‘1.45’대 ‘1’이라고 도출하였다.

다. 윌릭(Wallach)방식

1962년에 윌릭(M.B.Wallach)이 개발한 방식으로, 인력, 기계, 재료, 방지 및 시간

이라는 다섯 가지 생산요소를 대상으로 산재와 관련된 사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

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4) 이 방법은 기업경영자에게 익숙한 개념과 용어를 

이용하는 잇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관리 측면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쉽게 산업재해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는 절차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1975년 ILO/UNDP 계획에서 지표로 사용되었다.

2) Industrial Accident Prevent, Macgraw-Hill, 1931

3) R.H. Simonds, The Developmentand Use of a Method for Estimating the Costto Producers of 

The irIndustrial Accident,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North 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inois. 1948.

4) M.B. Wallach, "Accident Cost. A new concep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Safety 

Engineers, No.7. pp.25~26, Park Ridge ,Illinoi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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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콤페즈(Compes)방식

1965년에 콤페즈(P.C.Compes)는 산재비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연구를 수행하였다.5) 시몬즈 연구와 많은 공통점

이 있지만 총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배분에 있어 상이하다.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 

대신에 콤페즈는 ‘공통비용’과 ‘개개비용’으로 분류하였으며, 독일에서 많이 채택되

었고, 연구 내용은 매우 엄격하고 많은 분량으로서 대규모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였다.

2.3.3. 사업장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 실태 선행연구 

가. 제조업의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

학술정보연구서비스(www.riss.kr)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조업의 안

전보건 비용에 관한 연구는 “제조업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에 관한 연구(오원

기 등, 2008)” 1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

당 산업안전보건 비용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9만원,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사업장 87만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77만원 이었다. 5인 이

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비용 중 

산재보험료가 각각 62.8%와 5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시설 및 보호장

치 투자비로 각각 20.1%, 19.1%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37.5%,

인력유지비 23.0%,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비 22.8% 순이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 규모가 증가

할수록 인력유지비, 활동비, 건강관리비 및 기타 비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작

업환경측정비와 산재 보험료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건설업의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종류 및 규모별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정하고 강제하고 있어, 공사금액별로 5억원 미만은 1.85%에서 3.4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20%에서 2.35%, 50억 원 이상은 1.27%에서 2.44%, 보건관리

자 선임 대상은 1.38%에서 2.66%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P.C. Compes, Betriebsunf lle wirtschaftlich gesehen, Cologne, Anlis Verlag Eenbaer & co.,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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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사종류별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50억원 

이상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안전관리비가 투자내역을 보면, 재해예방투자비용은 시설

/장비투자비용(52.7%)과 인력유지비용(33.2%)에 85.9%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데, 시

설/장비 투자비용과 인력유지비용의 적정 투자비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적정 투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할 것이다.(김경은, 2016, 임헌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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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요지

제 2장과 같은 사고비용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제

조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투자비용 연구 실적이 없는 점을 착안하여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소속 노동자의 안전의식

과의 관계, 사업장 구성원(사업주, 노동자)의 안전의식과 사업장의 안전환경(안전담

당인력 및 예산 투자)과의 관계, 사업장 구성원(사업주, 노동자)의 안전의식과 산업

재해 발생경험과의 관계, 재해발생 경험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구

성원(사업주, 노동자)의 안전의식의 비교, 사업장 구성원(사업주, 노동자)이 생각하는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규모 등의 파악을 통해, 50인 미만 제조업에 대한 적정한 안

전담당 인력 및 예산비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전국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및 안전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219개소를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역의 편중성을 예방

하기 위하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등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

으로 랜덤하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50인 미만 제조업종의 사업주의 안전의식, 노동자의 안전의식, 산업

안전보건예방활동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현황, 산업재해 발생여부, 산재예방활동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설

계하였으며, 재해발생 여부는 사업장 설립이후 2017년말 까지 재해발생 사실을 근

거로 하였고, 무재해사업장은 사업장 설립이후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한 적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0인 미만 제조업종의 사업주 및 근

로자의 안전의식과 사업장의 안전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안전 담당 인력 및 예산 등을 비교함으로써 적정한 안전보건투자 

비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분석 방법은 9개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 프

로그램을 활용해 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성분석, 회귀분석, 빈도분석 및 AMOS를 

활용한 대응 T-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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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첫째는 재해발생 사업장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의 차이,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 인력 및 안전보건 예산의 차이, 둘째는 재해 발생경험이 있는 사업

장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전후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변화, 재해발생 전

후의 안전보건 담당 인력 및 안전보건 예산의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7개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안전의식 및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의 차이는 설문대상 전체 219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 요인분석, 상

관분석, 신뢰성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3개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재해 발생경험이 있

는 9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전과 후의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의식의 변

화와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의 변화 등을 설문결과에 대해 빈도분석 및 AMOS를 

활용한 대응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가지 연구모형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하여 50인 미만 제조업의 업종별로 적정

한 안전보건 인력 및 안전보건 예산 규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하고자 하는 모형 1은 [그림 1], 모형 2는 [그림 2]와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업주 안전의식

근로자 안전의식

안전인력․예산

재해발생

[그림 3-1] 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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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변수

사업주 안전의식

근로자 안전의식

안전투자
(인력․예산)

재

해

발

생

대응변수

사업주 안전의식

근로자 안전의식

안전투자
(인력․예산)

[그림 3-2] 모형 2

3.3. 가설의 설정

[모형 1] 에서는 

1.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1>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

이다.

<가설 2>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

이다.

2.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사업장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사업장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장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산업재해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검증을 위하여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산업재해 발생에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산업재해 발생에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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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와 산업재해 발생과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하

여 1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사업장의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와 산업재해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모형 2] 에서는 

5. 사업주 안전의식, 근로자 안전의식,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와 산업

재해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산업재해 발생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9>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0> 산업재해 발생 후에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가 증가할 

것이다.

3.4. 적정 안전투자규모(인력, 예산) 조사 

상기 2가지 모형 분석을 위한 문항 외에 사업주 및 안전보건담당 직원이 생각하

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투자 비용을 조

사하기 위해 안전관련업무 담당인력과 안전관련 예산의 적정비율을 묻는 2개의 문

항6)을 추가하였다.

6) 적정인력 조사 문항 : 안전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적합비율은 전체 직원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적정예산 조사 문항 : 안전관련 예산의 적정규모는 전체 예산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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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구성원의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과의 관계 분석

4.1. 방법과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8년 현재, 국내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

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은 재해발생 여부에 

따라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의 차이, 사업장의 안전 분야 인력 및 안전투자 

예산의 수준차이, 재해 발생 전후의 사업장의 안전의식 및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해발생 여부에 따른 사업장 안전의식 및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실태 분석을 위해서 활용한 설문 내용 및 변수를 요약하면 [표4-2]과 같다.

[표 4-2] 재해발생 여부에 따른 사업장 안전의식 및 안전투자 실태 분석 설문 항목

구  분 항    목

사업주 안전의식

○ 안전을 생산∙품질과 동일 생각 

○ 현장 근로자 보호 노력

○ 안전보건 활동 실행 노력

○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수립∙적용

○ 안전보건 가치 강조

○ 위험요인 관심

○ 작업시간 보다 안전 절차 준수 유도

○ 안전에 대한 책임 인정

근로자 안전의식

○ 사업장 안전 인식도

○ 안전보건 관리 및 투자 시간

○ 다른 업무의 안전보건지식

○ 성과 보다 안전을 우선

○ 작업 전 안전 확인

○ 작업 시 안전작업절차를 준수

○ 위험 판단시 작업 중단

○ 안전보건 향상 활동

안전투자 현황

○ 안전 업무담당 인력 적정 구성 여부

○ 안전담당 인력 및 예방활동 효과 여부

○ 안전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 안전예산의 재해예방 효과 여부

적정 안전투자
○ 안전 담당인력의 적정 비율

○ 안전 예산 적정 규모

재해발생 여부 ○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재해후 안전투자

○ 산업재해 발생 후 안전 투자 규모(인력과 예산) 변화

○ 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주 안전 관심 변화

○ 산업재해 발생 후 근로자 안전 관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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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안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문항은 검증

된 선행연구7)의 문항을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으로 변형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후에는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요인분석, 상관도분석 등을 통해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2. 기술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4-3] ~ [표 4-10] 과 같이 50인 미만 제조업의 재해발생 유무

에 따른 안전의식 및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실태 분석을 위해 성별, 연

령, 직책, 학력, 근무경력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2.1. 인구통계분석   

□ 응답자 219명의 성별은 남자 186명으로 84.9%, 여자 33명으로 15.1%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4-3] 성별의 기술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자 186 84.9 84.9 84.9

여자 33 15.1 15.1 100.0

전체 219 100.0 100.0

□ 응답자 219명의 연령은 20대 19명으로 8.7%, 30대 43명으로 19.6%, 40대 60명

으로 27.4%, 50대 80명으로 36.5%, 60대 이상 17명으로 7.8%로 나타났다. 역시나 경

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와 50대가 140명으로 약 6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30대가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조직의 안전풍토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개인의 안전의식이 직무만족․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경제, 

2014), 조직 구성원의 안전 의식과 안전문화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신기령,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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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연령의 기술분석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20대 19 8.7 8.7 8.7

30대 43 19.6 19.6 28.3

40대 60 27.4 27.4 55.7

50대 80 36.5 36.5 92.2

60대이상 17 7.8 7.8 100.0

전체 219 100.0 100.0

□ 응답자 219명의 직책은 사업주 56명 25.6% 및 임원 11명 5.0%로 약 30% 정도

를 점유하고 있고, 관리감독자 70명 32.0%, 안전보건담당자 59명 26.9%, 현장근로자 

23명 10.5% 등 현장 근로자가 나머지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직책의 기술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사업주(or공장장) 56 25.6 25.6 25.6

임원 11 5.0 5.0 30.6

관리감독자(부서장) 70 32.0 32.0 62.6

안전보건업무담당자 59 26.9 26.9 89.5

현장근로자 23 10.5 10.5 100.0

전체 219 100.0 100.0

□ 응답자 219명의 학력은 고졸이하 53명 24.2%, 전문대졸 57명 26%, 대졸 97명 

44.3%, 석사 11명 5.0%, 박사 1명 0.5%로 고졸이하가 약 25%를 점유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약 75%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학력의 기술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고졸이하 53 24.2 24.2 24.2

전문대졸 57 26.0 26.0 50.2

대졸 97 44.3 44.3 94.5

석사 11 5.0 5.0 99.5

박사 1 .5 .5 100.0

전체 21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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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219명의 안전보건 업무경력은 1년 미만 31명 14.2%, 1~3년 미만 49명 

22.4%, 3~5년 미만 36명 16.4%, 5~10년 미만 48명 21.9%, 10년 이상 55명 25.1%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안전보건 업무경력 3년 미만인 업무 미숙자가 37% 정도 점

유하고 있어, 안전 업무의 특성상 이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긴 기간 동안 동일분야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표 4-7] 업무경력의 기술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년미만 31 14.2 14.2 14.2

1~3년미만 49 22.4 22.4 36.5

3~5년미만 36 16.4 16.4 53.0

5~10년미만 48 21.9 21.9 74.9

10년이상 55 25.1 25.1 100.0

전체 219 100.0 100.0

□ 응답자 219명 소속 사업장의 업종은 생산품별로 크게 5개 업종으로 구분하였

다. 기계기구금속관련제조업은 49개소로 22.4%, 화학제품제조업은 15개소로 6.8%,

목재관련제조업은 6개소로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15개소로 6.8%, 기타제조

업은 134개소로 61.2%로 나타났다. 생산품별로 5개 업종으로 대분류하다 보니, 세부 

업종이 기타제조업으로 쏠려 버렸다.

[표 4-8] 업종의 기술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기계기구금속관련제조업 49 22.4 22.4 22.4

화학제품제조업 15 6.8 6.8 29.2

목재관련제조업 6 2.7 2.7 32.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 6.8 6.8 38.8

기타제조업 134 61.2 61.2 100.0

전체 21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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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219명의 소속 사업장을 규모별로 구분하였을 때 5인 미만은 17개소 

7.8%, 5~10인 미만은 53개소 24.2%, 10~20인 미만은 61개소 27.9%, 20~30인 미만은 

31개소 14.2%, 30~50인 미만은 57개소 26.0%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이 약 8%로 적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사업장은 규모별로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규모의 기술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5인미만 17 7.8 7.8 7.8

5~10인미만 53 24.2 24.2 32.0

10~20인미만 61 27.9 27.9 59.8

20~30인미만 31 14.2 14.2 74.0

30~50인미만 57 26.0 26.0 100.0

전체 219 100.0 100.0

□ 응답자 219명 소속 사업장중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은 74개소 

33.8%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45개소 66.2%는 전담조직이 없이 다른 부

서에서 담당하거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이 다

른 업무 수행자가 겸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보건업무를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표 4-10] 전담조직의 기술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예 74 33.8 33.8 33.8

아니요 145 66.2 66.2 100.0

전체 219 100.0 100.0

□ 응답자 219명의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사업장

내 직위는 사원이 23명 10.5%, 과장급이 40명 18.3%, 차장급이 27명 12.3%, 부장급

이 77명 35.2%, 임원급이 52명 23.7%로 나타났다. 이를 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

업장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업무를 대부분 부장급 이상 직원이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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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담당직위의 기술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사원 23 10.5 10.5 10.5

과장급 40 18.3 18.3 28.8

차장급 27 12.3 12.3 41.1

부장급 77 35.2 35.2 76.3

임원급 52 23.7 23.7 100.0

전체 219 100.0 100.0

4.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4.3.1. 요인 분석

본 연구는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

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

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각 변수들

은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 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

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standardized variance)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요

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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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각 항목별로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항목별 평균(Mean)은 

최저 값 3.12부터 최고 값 4.37까지 보이고 있으며, 표준편차(Std Dev)는 최저 값 

0.688부터 최고 값 0.933까지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수는 (=219)

[표 4-12]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석수

안전을 생산, 품질등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하 ‘안전동일’) 4.18 .798 219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이하 ‘직원보호’) 4.37 .688 219

안전보건 활동을 실행하고자 노력한다.
(이하 ‘활동실행’) 4.18 .756 219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자업장에 적용한다.
(이하 ‘규정적용’) 3.98 .891 219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하 ‘가치강조’) 4.23 .758 219

작업장 위험요인에 관심이 있다. (이하 ‘위험관심’) 4.25 .750 219

작업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란다.
(이하 ‘절차준수’) 4.17 .826 219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하 ‘책임인정’) 4.16 .805 219

우리 사업장은 산업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이하 ‘안전인식’) 3.57 .845 219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하 ‘시간투자’) 3.66 .839 219

내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안전보건지식
이 많아졌다. (이하 ‘타분야지식’) 3.77 .792 219

작업의 성과 보다 안전을 우선 생각하게 되었다.
(이하 ‘안전우선’) 3.79 .898 219

작업 전 안전 기구·기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한
다. (이하 ‘작업전확인’) 3.78 .882 219

작업 시 올바른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한다.
(이하 ‘작업준수’) 3.85 .844 219

작업 방법 및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이하 ‘작업중단’) 3.99 .862 219

작업장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활동을 한다.
(이하 ‘향상활동’) 3.76 .852 219

안전 업무담당 인력은 전체 직원수와 비교해 적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인력비율’) 3.14 .933 219

안전업무담당 인력 및 예방활동은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효
과가 있다. (이하 ‘인력효과’) 3.63 .865 219

안전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과 비교해 적정한 비율로 편성되
어 있다. (이하 ‘예산비율’)

3.12 .815 219

산업안전관련 예산은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이
하 ‘예산효과’) 3.59 .816 219



- 24 -

[표 4-13] KMO 값이 0.946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

률이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3]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4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937.475

자유도 190

유의확률 .000

[표 4-14] 회전 제곱값이 5.891, 5.611, 3.072로 고유치 1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산 설명율도 29.457%, 28.055%, 15,36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누적 퍼센

트가 72.872%로 나타난다. 3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보이고 있다.

[표 4-14]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11.661 58.304 58.304 11.661 58.304 58.304 5.891 29.457 29.457

2 1.730 8.649 66.953 1.730 8.649 66.953 5.611 28.055 57.512

3 1.184 5.920 72.872 1.184 5.920 72.872 3.072 15.360 72.872

4 .739 3.695 76.567

5 .597 2.986 79.554

6 .496 2.481 82.035

7 .467 2.334 84.369

8 .427 2.134 86.503

9 .357 1.786 88.289

10 .328 1.642 89.931

11 .317 1.585 91.516

12 .287 1.437 92.954

13 .247 1.233 94.187

14 .219 1.097 95.283

15 .198 .990 96.273

16 .189 .947 97.220

17 .171 .855 98.076

18 .153 .767 98.843

19 .142 .712 99.555

20 .089 .44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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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는 [모형 1] 사업주의 안전의식, 근로자의 안전의식,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설명된 총 분산은 72.87%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직공정성은 선행 연구결과의 이론구조와 동일하게 3개의 요

인으로 추출되었다. 사업주 안전의식 및 근로자 안전의식은 8개의 문항으로, 안전투

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는 4개의 문항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4-15]  안전의식 및 안전투자 요인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사업주안전의식 근로자안전의식 안전투자 공통성

직원보호 .845 .822

안전동일 .830 .765

위험관심 .800 .785

가치강조 .786 .772

책임인정 .759 .762

절차준수 .759 .725

활동실행 .741 .792

규정적용 .603 .625

작업전확인 .795 .806

작업준수 .784 .799

타분야지식 .755 .733

향상활동 .747 .776

작업중단 .733 .715

안전인식 .710 .640

안전우선 .706 .713

시간투자 .644 .640

예산비율 .826 .749

예산효과 .783 .678

인력비율 .699 .636

인력효과 .644 .642

Eigen-value 5.89 5.61 3.07

분산설명(%) 29.46 28.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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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신뢰도 분석

4.3.2.1. 사업주 안전의식 

사업주 안전의식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은 = .950이다. Cronbach

α값은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므로 사업주 안전의식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8개 항목에 대한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941에

서 .950으로 Cronbach α .950보다 같거나 적기 때문에 신뢰수준을 높일 필요가 없

기 때문에 항목을 제거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950 8

[표 4-16]  사업주 안전의식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안전동일 29.34 22.556 .801 .944

직원보호 29.15 23.156 .850 .942

활동실행 29.34 22.566 .852 .941

규정적용 29.55 22.313 .731 .950

가치강조 29.29 22.630 .840 .941

위험관심 29.28 22.688 .841 .941

절차준수 29.36 22.313 .803 .944

책임인정 29.37 22.279 .833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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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근로자 안전의식 

근로자 안전의식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은 = .946이다. Cronbach

α값은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므로 사업주 안전의식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8개 항목에 대한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935에

서 .943으로 Cronbach α .946보다 적기 때문에 신뢰수준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

에 항목을 제거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946 8

[표 4-17]  근로자 안전의식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안전인식 26.61 26.524 .737 .943

시간투자 26.52 26.544 .742 .942

타분지식 26.40 26.407 .814 .938

안전우선 26.38 25.585 .800 .939

전확인 26.39 25.322 .852 .935

작업준수 26.32 25.732 .842 .936

작업중단 26.18 25.939 .794 .939

향상활동 26.42 25.703 .837 .936



- 28 -

4.3.2.3.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은 = .826이

다. Cronbach α값은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므로 사업주 안전의식의 신뢰

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에 대한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 α 값

은 각각 .764에서 .793으로 Cronbach α .826보다 적기 때문에 신뢰수준을 높일 필요

가 없기 때문에 항목을 제거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826 4

[표 4-18]  안전투자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
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인력비율 10.34 4.372 .641 .787

인력효과 9.84 4.572 .656 .778

예산비율 10.36 4.652 .691 .764

예산효과 9.89 4.845 .623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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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요인분석결과와 3.2. 신뢰도 분석결과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총 20개의 문항이 사업주 안전의식 하위로 8개, 근로자 안전의식 하위로 8개, 안전

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하위로 4개의 문항이 각각 요인별로 묶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모든 항목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고 Alpha If Item Deleted(항목을 삭제

한 경우의 알파) 값이 Cronbach α 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항목을 삭제하지 않

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4-19]  요인 및 신뢰도 분석결과(총괄)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사업주
안전의식

근로자
안전의식 안전투자 공통성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

직원보호 .845 .822 .942

.950

안전동일 .830 .765 .944

위험관심 .800 .785 .941

가치강조 .786 .772 .941

책임인정 .759 .762 .942

절차준수 .759 .725 .944

활동실행 .741 .792 .941

규정적용 .603 .625 .950

작업전확인 .795 .806 .935

.946

작업준수 .784 .799 .936

타분야지식 .755 .733 .938

향상활동 .747 .776 .936

작업중단 .733 .715 .939

안전인식 .710 .640 .943

안전우선 .706 .713 .939

시간투자 .644 .640 .942

예산비율 .826 .749 .764

.826
예산효과 .783 .678 .793

인력비율 .699 .636 .787

인력효과 .644 .642 .778

Eigen-value 5.89 5.61 3.07

분산설명(%) 29.46 28.06 15.36

4.3.3. 변수계산 및 상관관계 분석

4.3.3.1. 변수계산

본 연구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항목제

거 없이 탑재된 설문문항을 모두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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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해 [표 4-20]과 같이 사업주 안전의식 8문항, 근로자 안전의식 8문항, 안전투

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4문항에 대한 변수를 계산하였다.

4.3.3.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0]  상관관계

연구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사업주의식 4.1906 .67615 1

근로자의식 3.7717 .72519 .771** 1

안전투자 3.3687 .69579 .553** .643**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모형 2]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모형2]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은 [모형1]에서 검증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의 변화는 본 연구는 산재발생전과 발

생 후의 시점상 차이를 설문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설문 특성상, 산재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발생 전후의 변화를 하나의 설문으로 진행하였기에 가

설 8과 가설 9에 대한 검증은 대응표본 t-test 분석으로, 가설 10에 대한 분석은 비

율분석으로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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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가설 검증

4.4.1. 모형 1

<가설 1>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21]  가설1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사업주 

안전의식

상수 .197 - 1.564 .119 R = .771,

R2 = .594,

수정된 R2 

= .592,

F = 

317.308, 

p = .000 

근로자

안전의식
.046 .771 17.813 .000**

**, p<0.01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정결과, t값은 17.813(p= .000)으로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으면 근로자의 안

전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0에서 317.308의 수

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594로 59.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 2>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22]  가설2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근로자 

안전의식

상수 .155 - 9.558 .000 R = .771,

R2 = .594,

수정된 R2 

= .592,

F = 

317.308, 

p = .000 

사업주

안전의식
.040 .771 17.813 .000**

**, p<0.01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정결과, t값은 17.813(p= .00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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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즉,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으면 사업주의 안전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0에서 317.308의 수치

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594로 59.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 3>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사업장 안전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23]  가설3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사업주 

안전의식

상수 .247 - 3.985 .000 R = .553,

R2 = .306,

수정된 R2 

= .302,

F = 95.516, 

p = .000

안전투자

(인력, 예산)
.058 .553 9.773 .000**

**, p<0.01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사업장의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와 정(+)의 관계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의 검정결과, t값은 9.773(p= .00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으면 사업장의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0에서 95.51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306으로 30.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 4>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장 안전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24]  가설4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사업주 

안전의식

상수 .192 5.440 .000 R = .643,

R2 = .413,

수정된 R2 

= .411,

F = 

152.874, 

p = .000

안전투자

(인력, 예산)
.050 .643 12.364 .000**

**, p<0.01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장의 안전투자(안전 담당인력 및 예산)와 정(+)의 관계



- 33 -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의 검정결과, t값은 12.364(p= .00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즉, 근로자의 안전의식

이 높으면 사업장의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0에서 152.87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413으로 41.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 5>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산업재해 발생에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25]  가설5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사업주 

안전의식

상수 .206 5.547 .000 R = .230

R2 = .053,

수정된 R2 

= .049,

F = 12.151, 

p = .001

산업재해 .049 -.230 -3.486. .001**

**, p<0.01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에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의 검정결과, t값은 -3.486(p= .001)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즉,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으면 사

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1에

서 12.15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053으로 5.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 6>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산업재해 발생에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26]  가설6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근로자 

안전의식

상수 .176 4.854 .000 R = .163

R2 = .027,

수정된 R2 

= .022,

F = 5.933, 

p = .016

산업재해 .046 -.163 -2.436. .016*

**, p<0.01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에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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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의 검정결과, t값은 -2.436(p= .016)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즉,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으면 사

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16에

서 5.93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027으로 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 7> 사업장의 안전투자와 산업재해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27]  가설7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사업장 

안전투자

상수 .164 5.072 .000 R = .166

R2 = .028,

수정된 R2 

= .023,

F = 6.171, 

p = .014

산업재해 .048 -.166 -2.484. .014*

**, p<0.01

사업장의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는 산업재해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 7의 검정결과, t값은 -2.484(p= .014)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즉, 사업장의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

가  높으면 산업재해 발생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14에서 6.17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028로 2.8%의 설명력

을 보이고 있다.

4.4.2. 모형 2

☞ 모형 2 가설분석을 위한 다음 3개의 설문에 대한 분석은 산업재해 발생전후의 

상황을 비교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219개의 설문대상중, 산업재해 발생 경

험이 있는 사업장 95개의 설문만을 분석하였다.

<가설 8> 산업재해 발생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은 대응표본 t-test 분석으로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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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산업재해발생 전후의 사업주의 안전의식 변화 비교 분석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산업재해 전 4.0132 .71097

-2.644 .010*

산업재해 후 4.1421 .67132

**, p<0.01

산업재해 발생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

재해 발생 전과 산업재해 발생 후의 사업주 안전의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

과 t값이 -2.644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10으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

로 산업재해전과 산업재해후의 사업주의 안전의식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채택되었다.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의 사

업주의 안전의식은 산업재해 발생 전 보다 향상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가설 9>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은 대응표본 t-test 분석으로 제시하겠다.

[표 4-29] 산업재해발생 전후의 근로자의 안전의식 변화 비교 분석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산업재해 전 3.6368 .74222

-2.927 .004**

산업재해 후 3.7882 .68224

**, p<0.01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

재해 발생 전과 산업재해 발생 후의 근로자 안전의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

과 t값이 -2.927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4으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

로 산업재해전과 산업재해후의 근로자의 안전의식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는 채택되었다.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의 근

로자의 안전의식은 향상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0> 산업재해 발생 후에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가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은 산업재해 발생전후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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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율분석으로 제시하겠다. 설문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 후 안전투자규모(인

력과 예산)는 늘었다”로 질문하였다. 답변결과를 분석해보니, 안전투자(안전담당 인

력 및 예산)규모가 늘었다고 답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1명으로 53.7%를 점유

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33명으로 34.7%, 그렇지 않다는 11명으로 11.6%를 점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유율로 분석해 봤을 때 응답자 95명중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가 

늘었다고 적극적으로 답한 경우가 53.7%, 현상유지는 34.7%,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

우는 11.6%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투자(안전담

당 인력 및 예산)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0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 또는 기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표 4-30] 산업재해 후 안전투자규모 증가에 대한 설문 결과

매우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1(11.6%) 33(34.7%) 40(42.1%) 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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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안전 담당 적정 인력 및 예산 항목 분석

4.5.1.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219개소)

사업장 구성원(사업주․노동자)이 생각하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필요

한 전체 인력대비 적정한 안전담당 인력 및 전체 예산대비 적정예산에 대한 분석은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아래 설문결과 중 적정인력 및 예산이 전체인력 및 예산 대비 몇% 인가를 계량

화하기 위하여 구분 란의 기준 값은 구간의 중간 값(0.5%미만→0.25%, 0.5~1.0%미

만→0.75%, 1.0~2.0%미만→1.5%, 2.0~5.0%미만→3.5%)으로 정하였고, 5%이상은 구간

의 시작 값인 5로 정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219개소의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 작업장의 안

전활동을 위한 적정한 인력은 전체 인력대비 2.26%으로 나타났고, 적정한 예산은 

2.05%로 나타났다.

[표 4-31] 안전담당 적적인력 설문 결과

적정인력(기준값a) 응답결과(b) 응답비율 환산값(c=a*b) 평균인력

0.5% 미만 (0.25%) 11 5.0 2.75

2.26%

( =Σc/219 )

0.5~1.0% 미만 (0.75%) 46 21.0 34.5

1.0~2.0% 미만 (1.5%) 76 34.7 114

2.0~5.0% 미만 (3.5%) 58 26.5 203

5.0%이상 (5%) 28 12.8 140

합 계 219명 100% 494.25%

[표 4-32] 안전관련 적정예산 설문 결과

적정예산(기준값a) 응답결과(b) 응답비율 환산값(c=a*b) 평균예산

0.5% 미만 (0.25%) 22 10.0 5.5

2.05%

( =Σc/219 )

0.5~1.0% 미만 (0.75%) 37 16.9 27.75

1.0~2.0% 미만 (1.5%) 87 39.7 130.5

2.0~5.0% 미만 (3.5%) 53 24.2 185.5

5.0%이상 (5%) 20 9.1 100

합 계 219명 100% 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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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재해발생 경험 유무에 따른 적정 인력 및 예산

4.5.2.1. 재해발생 경험 사업장

설문조사대상 전체 219개 사업장중 재해가 발생 경험이 있는 95개소에 대해 별

도로 분석결과 작업장의 안전활동을 위한 적정한 인력은 전체 인력대비 2.21%로 나

타났고, 적정한 예산은 1.84%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219개소의 전체 사업장 조사결

과보다 인력은 0.05%P, 예산은 0.21%P 각각 낮은 수치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업

장일수록 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을 낮게 책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재해발생 사업장 적정한 안전인력 설문결과

적정인력(기준값a) 응답결과(b) 응답비율 환산값(c=a*b) 평균인력

0.5% 미만 (0.25%) 7 12.6 1.75

2.21%

( =Σc/95 )

0.5~1.0% 미만 (0.75%) 21 26.3 15.75

1.0~2.0% 미만 (1.5%) 30 31.6 45

2.0~5.0% 미만 (3.5%) 25 22.1 87.5

5.0%이상 (5%) 12 7.4 60

합 계 95명 100%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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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재해발생 사업장 적정한 안전예산 설문결과

적정인력(기준값a) 응답결과(b) 응답비율 환산값(c=a*b) 평균예산

0.5% 미만 (0.25%) 11 5.3 2.75

1.84%

( =Σc/219 )

0.5~1.0% 미만 (0.75%) 20 23.2 15

1.0~2.0% 미만 (1.5%) 37 38.9 55.5

2.0~5.0% 미만 (3.5%) 22 21.1 77

5.0%이상 (5%) 5 11.6 25

합 계 95명 100% 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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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무재해 사업장

설문조사대상 전체 219개 사업장중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는 124개소 분석결과 

작업장의 안전활동을 위한 적정한 인력은 전체 인력대비 2.99%로 나타났고, 적정한 

예산은 2.88%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219개소의 전체의 평균 결과보다 인력은 

0.73%P, 예산은 0.83%P 각각 높은 수치로, 무재해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즉 무재해 사업장일수록 안전담당 인력 및 예

산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무재해 사업장 적정한 안전인력 설문결과

적정인력(기준값a) 응답결과(b) 응답비율 환산값(c=a*b) 평균인력

0.5% 미만 (0.25%) 4 12.9 1

2.99%

( =Σc/124 )

0.5~1.0% 미만 (0.75%) 25 26.6 18.75

1.0~2.0% 미만 (1.5%) 46 37.1 69

2.0~5.0% 미만 (3.5%) 33 20.2 115.5

5.0%이상 (5%) 16 3.2 80

합 계 124명 100% 284.25%

[표 4-36] 무재해 사업장 적정한 안전예산 설문결과

적정인력(기준값a) 응답결과(b) 응답비율 환산값(c=a*b) 평균인력

0.5% 미만 (0.25%) 11 12.1 2.75

2.88%

( =Σc/124 )

0.5~1.0% 미만 (0.75%) 17 25.0 12.75

1.0~2.0% 미만 (1.5%) 50 40.3 75

2.0~5.0% 미만 (3.5%) 31 13.7 108.5

5.0%이상 (5%) 15 8.9 75

합 계 124명 100% 2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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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 안전담당 인력 비교

설문조사대상 전체 219개 사업장에서 생각하는 적정인력과 적정예산을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사업장 95개소와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사업장 124개소에 대

해 비교해본 결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안전담당 인력은 무재해사업장은 전

체 인력대비 2.99%, 재해발생 사업장은 전체 인력대비 2.21%로 나타났고, 적정하다

고 생각하는 예산투자규모는 무재해 사업장은 전체예산대비 2.88%, 재해발생 사업

장은 전체 예산대비 1.84%로 나타났다.

이는 무재해 사업장일수록 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을 재해발생 사업장보다 더 많

이 배치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산업재해가 발생

했던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보다 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을 낮게 편성해도 괜찮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 안전투자 비교

구  분 전체사업장 재해사업장 무재해사업장

적정 인력 2.26% 2.21% 2.99%

적정 예산 2.05% 1.8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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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분석결과 및 고찰

이상과 같이 사업장 구성원(사업주․노동자)의 안전의식과 사업장의 안전투자(안

전담당 인력 및 예산)와의 관계, 재해발생과의 연관성 등을 설문 문항 분석을 통하

여 알아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10가지 가설과 작

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설문내용을 

각각 정리해보겠다.

4.6.1.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노동자의 안전의식관계

<가설1.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노동자의 안전의식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

다>와 <가설2. 노동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

이다> 에 대한 설문내용을 회귀 분석한 결과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노동자

의 안전의식도 높고, 반대로,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주가 지속적인 작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안전에 대해 직원들에게 잔소리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불안전한 생산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안

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

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안전한 작업방법 및 불

안전한 행동을 억제하는 등 안전풍토를 조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노동자 안전의식

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따르면 노동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욕구가 높을수록 사업주

의 안전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

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개선 요구가 시설개선에 비용이 들어 사업주 부담을 늘리기

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및 작업장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이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노동자의 안전의식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므

로 사업장의 안전풍토 조성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주 및 노

동자 한쪽에게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대신, 사업주 및 노동자 양

쪽 모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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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주도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불안전한 행동으로 보는 대신, 사업주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시설투자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쩌면 노동자의 안전의식 보다 

사업주 안전의식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현장 조성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지도 모른다.

4.6.2. 사업장 구성원(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와의 관계

<가설3.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사업장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4. 노동자의 안전의식은 사업장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와 정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에 대한 설문내용을 회귀 분석한 결과 사업주와 노동자

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장에 대한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를 늘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장의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장 구성원(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

식이 높을수록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강하고, 실제로 사고발생이 높은 시설 

개선을 위하여 방호장치 및 안전한 설비로 개선하는 등의 투자로까지 이어지고 있

는 나타내고 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듯 보이겠지만, 시설개선 등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를 유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구성원(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 구성원(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

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법적인 안전규제의 강제성은 실효성이 상대

적으로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시사점

   이 가설의 검증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장의 안전

투자(인력 및 예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업장의 

안전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요

인이라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정책의 기본 바탕에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

전의식을 높이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할 것이다.

4.6.3. 사업장 구성원(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과 산업재해와의 관계

<가설5.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산업재해 발생에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6. 노동자의 안전의식은 산업재해 발생에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에 대

한 설문내용을 회귀 분석한 결과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5 -

이는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가설1>과 <가설2>에서처럼 상

호간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도록 견인역할을 하고, <가설3>과 <가설4>에서처럼 사업

장의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예산이 증가하는 순기능을 보이고 있듯이, 이러한 순차

적인 결과로서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이 낮아지

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이 가설의 검증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장의 산업

재해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

의식 제고 → 사업장의 안전 담당 인력 및 투자 증가 →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일터 조성 → 산업재해 감소” 라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이렇듯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발점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정책의 기본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할 것

이다.

4.6.4. 사업장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와 산업재해와의 관계

<가설7. 사업장의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와 산업재해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

이다>에 대한 설문내용을 회귀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 증가하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예산이 증가하면, 안전담당 인력이 작업장

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안전예산으로 개선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위

험요인 점차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로 산업재해 발생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가설3>과 <가설4>에서 검증된 것처럼, 산업안전에 대한 담당인력을 증

가시키고 예산확보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는 전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이 가설의 검증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투자(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가 늘어날 수 

록 산업재해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의 가설에서도 확인했듯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발점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

어야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4.6.5. 산재후 사업장 구성원(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 의식 및 투자변화

<가설8. 산업재해 발생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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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9.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와 <가설

10. 산업재해 발생 후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가 증가할 것이다>에 대한 설문내용

을 AMOS를 활용한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

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도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산재 경험을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가 향상되지만, 크고 작은 인적․물적 손실을 입은 후에 정신을 차리는 형

태로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 설문내용이라 할 수 있다.

   ☞ 시사점

   재해 발생경험이 사업장 사업주 및 노동자의 각성을 통해 안전의식과 안전투자

(인력 및 예산) 등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미 손실이 발생한 후에 하는 

조치로, 이러한 후조치 보다는 재해발생 전에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를 늘려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안

전투자(인력 및 예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4.6.6. 50인 미만 제조업의 적정한 안전투자(안전 담당인력 및 예산)

설문대상 219개 전체 사업장 구성원인 사업주 및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전체 인력대비 적정인력 및 전체 예산대비 적정예산

은 각각 2.26%명과 2.05%로 나타났다.

이중 재해 발생 경험이 있는 95개소는 안전활동을 위한 적정한 인력은 전체 인

력대비 2.21%명으로 나타났고, 적정한 예산은 1.84%로 나타났고, 재해 발생이 없는 

124개소의 안전활동을 위한 적정한 인력은 전체 인력대비 2.99%, 적정 예산은 

2.88%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이며,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보다는 월등

하고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즉 무재해 사업장일수록 안전담당 인력 및 예산을 높

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사업장의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예산은 설문대상 219

개소 전체의 평균과 재해가 발생한 95개소의 사업장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

만큼 재해발생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구성원(사업주․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고 

이에 따라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도 재해발생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5억 원 미만은 

1.85%에서 3.4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20%에서 2.35%, 50억 원 이상은 

1.27%에서 2.44% 수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사업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



- 47 -

장의 경우 안전담당자 선임과 안전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적을수록 안전투자(인

력 및 예산)는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제조업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전체인력의 안전담당 인력을 3%이상을 선

임하도록 하고, 총 예산의 3%이상을 안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법제

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9월 1일부터 30

인이상 50인 미만 규모,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의 제조

업 등 일부 위험업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하

지만 2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체 인력의 3%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 하에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예산의 3%이상을 안전보건관련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50인 미만 제조업의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예산의 규모를 

시발점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조업

의 체계적인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를 제시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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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총 론

<제4장 사업장 구성원의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듯이,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전담당 인력 확보 및 예산의 

확보 및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의 시작은 사업장 구성원

인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산재감소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의 첫 시작점에 있는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

다면, 정책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 및 노동자의 교육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부 정책의 

집중을 촉구하고자 한다.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면 그 이후의 안전

투자(인력 및 예산) 확대를 통한 안전확보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

문이다.

또한, 그동안 50인 미만 제조업의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하여 제언을 한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미흡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투자

(인력 및 예산) 규모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5.2. 사업주 안전의식 교육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50여년전 산업

경제 초기단계에서 가지고 있던 사고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사고원인에 대해 운이 없어서 그랬다며 자

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던 소극적인 사회분위기는 이제는 사고발생의 책임자를 찾아

내고 손해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안전에 국민의 요구에 맞춰 새로 출범한 정권에서는 2018년 1월 “산재사

고, 자살,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사고책임자에 대한 최고 징역형과 벌금을 늘리겠다는 산업안

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및 정부의 강력한 산재예방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안

전보건 대응책도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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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사업장 구성원 즉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사업주의 안전에 대

한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투자는 생산과 전혀 상관없는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

를 소홀히 하고 있다. 산업재해 경험을 통해 인적․경제적 손실을 당해본 사업장들

은 경험에 의해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뒤 늦게나마 파악하고 산업안전에 투자를 늘

리고 있으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부분 기업들은 오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을 늘려야 하는 경제 논리에 집중하여 재해손실비용으로 인한 사업의 막대한 손실

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을 경영의 범주로 넣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을 기반으로 국가경제가 순환하고 기업이 존재하는 한 산업재해는 지속적으

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장 스스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활동을 하는 안전경영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현실에 맞도록 

변형하여 실질적으로 실시한다면, 안전경영을 사업장에 도입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해

서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는다. 이제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형식적인 조치들의 고

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그 시작점이 바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한다.

5.3. 적정한 안전투자(안전담담 인력 및 예산) 규모 제시(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한함)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학술정보연구서비스(www.riss.kr) 검색한 결과에 따

르면, 현재까지 제조업의 안전보건 투자비용에 관한 연구는 “제조업사업장의 산업

안전보건 비용에 관한 연구(오원기 등, 2008)” 1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내용도 안전보건공단에서 2005년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

조업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1인당 평균 산업안전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예

산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안전보건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는 없다.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안전담당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맨파워(man-power)가 투입되고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종에서도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전체인력 대비 안전

담당 인력규모 및 전체 예산 대비 안전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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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준을 설문대상 219개 전체 사업장 구성원(사업주․노동자)이 생각하는 바를 

설문을 통해 제시하고,

<전체 사업장>

     안전담당 인력 =  2.26%(전체 인력 대비)

     안 전   예 산 =  2.05%(전체 인력 대비)

<무재해 사업장>

     안전담당 인력 =  2.99%(전체 인력 대비)

     안 전   예 산 =  2.88%(전체 인력 대비)

본 연구자는 무재해 사업장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안전담당 인력 및 안전예

산규모인 전체 인원 및 전체 예산의 3% 비율을 50인 미만 제조업의 바람직한 안전

투자 비율로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 응답자 소속 사업장의 전체 인력 및 예산을 알아보고, 안전 담당 인력 및 

안전투자 예산을 파악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를 거절하

기 때문에 전체 인력대비 몇%, 전체 예산대비 몇% 형태로 포괄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50인 미만 제조업종의 적정한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의 기준을 처

음으로 제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5.4. 정부의 역할 당부

대부분 하청업체는 최저 낙찰제에 의한 사업비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안전

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한다. 최저 낙찰제 또는 하청 단가계산방법에 대한 제도 변

경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한 작업은 본사가 직접 하는 것을 기피하고 공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없이 하청을 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근원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

지만, 위험의 외주화가 불가피하다면 해당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등의 

안전작업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주어야 할 것이며, 하청시 최저 낙찰제 또는 단가 

계산시  안전예산만큼은 별도로 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제도 보완의 연장선에서 정부 및 각종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청소용역, 벌목간벌 등) 입찰방식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활동 예산이 별도로 편

성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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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세부업종 및 규모별로 사업장의 전체 인력 및 전체예산과 안전보건업무를 담당

하는 인력의 MD와 실제 집행예산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에는 장기간의 여유를 두고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의 인력 및 예산 등

의 세부현황 및 실제로 활동하는 안전보건관련 담당인력(Man Power) 및 집행예산 

파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표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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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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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

당란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직책은 무엇인가요?

   ① 사업주(또는 공장장)  ② 임원  ③ 관리감독자(부서장)  ④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⑤ 현장 근로자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5. 귀하의 안전보건업무 경력은 얼마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6. 귀 사업장의 업종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 되나요?

   ① 기계기구금속관련 제조업   ② 화학제품 제조업   ③ 목재관련

제조업   ④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⑤ 기타 제조업

7. 귀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① 5인 미만  ② 5~10인 미만  ③ 10~20인 미만  ④ 20~30인 미만

   ⑤ 30~50인 미만

8. 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부서)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 안전보건 전담 조직(부서) 최고 책임자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사원     ② 과장급     ③ 차장급    ④ 부장급    ⑤ 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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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안전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사업주 안전의식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안전을 생산, 품질 등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2.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3. 안전보건 활동을 실행하고자 
노력한다.

4.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작업장에 적용한다.

5.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의 가치를 
강조한다.

6. 작업장 위험요인에 관심이 있다.

7. 작업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란다.

8.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 근로자 안전의식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업장은 산업사고로부터 안전하
다.

2.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3. 내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안전보건지식이 많아졌다.

4. 작업의 성과 보다 안전을 우선 
생각하게 되었다.

5. 작업 전 안전 기구·기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한다

6. 작업 시 올바른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한다.

7. 작업 방법 및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8. 작업장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활동을 한다.



- 56 -

Ⅲ. 다음은 귀사의 안전보건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담당 인력 관련>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안전 업무담당 인력은 전체 직원수
와 비교해 적정한 비율로 구성되
어 있다

2. 안전업무담당 인력 및 예방활동은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3. 안전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적합비
율은 전체 직원대비 어느 정도입니
까?

0.5% 

미만

0.5~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 

이상

<산업안전예산 관련>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안전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과 비교
해 적정한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2. 산업안전관련 예산은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3. 안전관련 예산의 적정규모는 전체 
예산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0.5% 

미만

0.5~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 

이상

Ⅳ. 다음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우리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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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업장은 산업재해(아차사고 포함)

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2. 우리 사업장 산업재해는 같은 유형
이 반복되는 편이다.

3. 우리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상해정도가 심각하다.

(무사고)
(아차사고

) (경상해) (중상해)
(사망사고

)

Ⅴ. 다음은 산업재해 후 안전의식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 사업주 안전의식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안전을 생산, 품질 등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2.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3. 안전보건 활동을 실행하고자 
노력한다.

4.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작업장에 적용한다.

5.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의 가치를 
강조한다.

6. 작업장 위험요인에 관심이 있다.

7. 작업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란다.

8.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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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안전의식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업장은 산업사고로부터 안전
하다.

2.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3. 내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안전보건지식이 많아졌다.

4. 작업의 성과 보다 안전을 우선 
생각하게 되었다.

5. 작업 전 안전 기구·기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한다

6. 작업 시 올바른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한다.

7. 작업 방법 및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8. 작업장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활동을 한다.

Ⅵ. 다음은 귀사의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업재해 발생 후 안전 투자 규모
(인력과 예산)는 늘었다.

2. 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3. 산업재해 발생 후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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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need to expand employers’role and safety 

investment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 on manufacturing less than 50 workers -

Gyu-Duk Lee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Korea has achieved industrialization over 200 years in foreign countries in 50 

years by a strong economic policy. This has improved the quality of the people's 

economic life. But, there has also been a social problem of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s a result, many workers died in the workplace and suffered 

psychological distress to their families. 

   In order to change the paradigm of industrial safe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criteria of safety budget and input manpower, how important it is to expand 

safety management and prevention activiti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safety 

consciousness. Second, the higher the safety consciousness of employees 

(employers and workers), the more workplace safety investment (manpower and 

budget). Third, the higher the safety consciousness of employers and workers, the 

lower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Fourth, the safety investment 

(manpower and budget) of the workplace with industrial accidents is low. Fifth, 

disaster experience enhances the safety consciousness of members and increases 

safety investment (manpower and budget). Six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more than 3% of the total safety personnel and more than 3% of the total safety 

budget are appropriate.

   Therefore, they are influencing each other in the order of "high safety 

consciousness → increase in safety investment → decrease of industrial disaster". 

The starting point for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s to raise safety 

awareness among employers and workers. All policies need to focus on enhancing 

employee and employee safety awarenes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effective education contents and education programs to raise 

safety consciousness. In addition, fines and penalties should be realized to make 

safety management a core value for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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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ar, there is no research that suggests industrial safety investment 

standards for manufacturing. This study suggests the safety manpower and budget 

size of less than 50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workplace as 3% of the total 

manpower and budget. Another fact that I have noticed in the course of this study 

is that most of the small-scale enterprises are not able to invest in safety 

because they are commissioned from the original government to the lowest bid 

price. Therefor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sk the government to arrange 

related system so that it can be separately organized as safety budget when 

commissioned service cost is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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