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 2 August, 2021

Revised | 20 August, 2021

Accepted | 20 August, 2021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Purpose: T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o propose measures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by seeking to promot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hrough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on construction sites with more 

than 50 permanent workers (5 billion won in construction amount).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using the JAMOVI statistics program and based on objective data. Resul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has the highest impact on the promotion of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construction sites, compliance with safety and health rules of workers is required and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allow workers to participate in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Keywords: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Promotion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and 

Participation in Workers'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

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방안 모색하여 중대산업재해 방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표본 대상 범위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JAMOVI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

으로 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본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건설현장 안전관리,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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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은 통계가 제공되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3년 동안 재해발생률 1

위라는 불명예를 21번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건설업은 중대재해 발생빈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제도와 법령, 각종 규제의 개정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많은 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해는 감소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안전중심의 경영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정부의 안전관리 법령의 개정 등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많은 언론에서는 산업재해를 방지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법인기업 또는 경영자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근로자의 생

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를 유효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법인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

으며(Lee, 2012), 기업의 과실에 기인한 대형재난, 특히 개인에게 환원시킬 수 없는 기업의 위험관리체계의 실패, 관리시스

템의 미비, 조직구조상 결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

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Kim, 2014)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파악

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사항 파악하여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산업 재해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업주(현장대리인), 감리자,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를 통하여,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

는 사업주(현장대리인), 감리자,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헌

은 학술지 연구논문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자료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설문조사방식은 선행논문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을 통한 FI(Focused Interview)를 통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에 임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대상 범위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업주(현장대리인), 감

리자, 현장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04월 15일부터 05월 15일까지 실시하였

다. 자료의 분석은 JAMOVI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건설업의 특징  

건설업이란 노동, 자재, 기술을 집약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새로운 건축이나 구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한 나라의 국가 

경제의 기반산업으로(Yoon, 2015),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옥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므로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발파작업, 건축물의 높이 증가 등으로 재해발생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재해

율이 높으며(Oh, 2015). 공사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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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Park, 2013), 현장에서는 고소작업과 다양한 공정의 동시다발적 공정진행, 중

장비의 운용으로 다양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복합적 요소로 인하여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재해발생 시 

중대재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Lee, 2020).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직업전망 불투명, 숙련의 불균등, 비체계적인 관리, 숙련향상에 대한 공식적인 신분 및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위험작업에서의 법 기준

을 준수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Lee, 2011).

산업재해 방지 법령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에 전면 개정되어 보호대상의 확대와 사업주의 책임강화로 중대재해의 발생을 저감하고, 정부

의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재해는 감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어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안을 발휘하여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다. 

2021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어, 2022년 1월부터 50인(건설업 50억원)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이 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

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처벌은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

자를 벌하는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으며, 징역형은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두어서 처벌을 강화하였다. 중

대재해처벌법은 처벌법규로 처벌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주체로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이

사 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선행연구

사업주(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 확보

사업주(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Kwon et 

al., 2015),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안전지식을 가지게 하여 조직구성원의 안전풍토를 조성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도력을 가지고 조직을 리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본사 안전보건조

직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안전관리 종합평가 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안전배점을 상향하여 현장의 안전관

리를 강화하여야 한다(Park, 2020).

근로자들이 사고와 연결되는 휴먼에러인 착각이나 실수를 예방하도록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Kim et al., 2021),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저감 및 작업능력 향상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근

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관리조직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규칙에 대

하여 엄격히 규제하며,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한다. 

안전교육방법은 오감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인력을 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교육장 등의 교육시설

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편안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Kim et al., 1999), 사업장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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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경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수준을 판단하고 개선사항을 발취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방지하도록 한다(Oh, 2015). 협력사의 선정 시 안전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PQ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의 안전의식을 검토하도록 한다(Kim, 2015).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재, 인건비 등 물가상승율에 다른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이 필요하지만(Ko, 2020), 요율

조정은 되지 않아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인원의 투입이 부족한 상황이다(Lee, 2019). 안전관리비

의 산정 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고 공사종류별 또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별도의 비용을 산출하거나 설계가에

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Im, 2019). 또한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개인보호구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근로

자 본인이 보호구를 구매하여 착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개인보호구 지급비용을 절감하여 안전시설비와 인건비에 투

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전보호구를 근로자 본인의 작업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직접 구매하여 착용하므로 

안전사고를 저감할 수 있고 보호구의 착용율도 향상 시킬 수도 있다(Jung et al., 2019).

안전관리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일원화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안전전담 감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감리 선임 기준과 자격기준, 역할 및 책임 기준 등을 수

립하여야 하고, 안전감리를 분리발주를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며, 설계단계부터 안전전문가들이 관여해서 시공완료시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Jeon, 2020). 또한 안전감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감리대가의 현실화

를 하여 감리자가 의욕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며, 감리자에게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산업안전관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책무 및 규제 준수의지가 중요하다. 근로자들이 안

전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며(Ahn, 2017), 근로자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정

확한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며, 인센티브 및 처벌을 강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Kim et al., 2009). 근로자는 근로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에 임해야 하고, 정부와 사업주가 제시

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기준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안전문화를 만드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Kwon, 2020).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재해 발생이 낮아지고 예방의 효과가 커진다. 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위험에 대처

하는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뜻하며, 안전행동을 위한 태도 및 주의력을 기르는 것이다(Yang, 2015).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책임과 의무 확대로 현장의 관리자 및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안전성검토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설계도서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최근 4차원 산업의 발

전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를 실시간 하도록 지원하며, 안전관리 지침서 등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하여야 한다(Le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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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복지시설의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 스트레스를 해소

해 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전한 행동을 줄이고자 함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Yoon, 

2015). 사업주가 안전과 근로자의 복지를 확보한다면 근로자는 조직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

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다(Oh, 2015).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보장과 복리후생의 조건을 갖추어 주었을 때 만족감을 가지

게 되고,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충족되어 권익을 보장 받고 있다고 느낄 때(Kwon, 2020)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신뢰성

이 확보 되고, 조직은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설재해예방활동의 근본적 주체인 사업

주(현장대리인)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자와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사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방안을 제시하므로, 기

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 

건설산업의 안전관리 개선과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조치의무

를 위반한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책임·의무 확대 조치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받

게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필요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사항인 사업주(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 확보,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 근로자

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를 통하여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문지 조사

설문지는 사업주(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 확보,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한 설문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설문항목을 발취하여, 현장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업주(현장대리인), 감리자, 현장관리자 10명을 대상으로 FI(Focused Interview)를 실

시하여 설문항목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50인(건설업 50억원)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현장대리인), 감

리자,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본의 편의표본 추출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04월 15일 부터 

05월 15일 까지 611부를 수거하였고, 실효성이 없는 7부를 제외하고, 60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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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s

구             분 설문 문항수 척   도

독립 변수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

13

리커드

5점 척도

위험성 관리

외부전문가의 활용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정책지원

11
재해예방 제도개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안전보건 규정 이행

8
안전보건 활동 참여

종속 변수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9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직무분야, 현직경력, 공사규모 각 1문항 명목척도

분석절차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JAMOVI 통계 프로그램을(VER 1.2.27)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의 검토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

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의미하는 크롬바흐 알파 값을 도출하였다.

넷째,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문항으로 평균화에 의한 변수계산을 시행하여 주요 변수를 생산하였으며 ,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주요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일반 특성 분석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Table 2와 같이 시행하였으며, 605명의 응답자에 대한 특성

은 사업주, 감리자,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자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경력이 10년 이상이 55.0%로 가장 많

았다.

신뢰도 분석

연구대상에 대한 반복측정을 가정하였을 때, 동일한 값을 얻어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신뢰도 분석은 측정용 도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정(요인분석)한 후에 실시한다. 신뢰도 분석은 요인분석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

정으로 구성요소 차이가 0.1미만의 설문 항목은 삭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요인의 Cronbach's α의 신뢰도 값은 0.630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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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요인의 Cronbach's α의 신뢰도 값은 0.655,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요인의 Cronbach's α의 신뢰

도 값은 0.588로 나타났으며, 전체요인의 Cronbach's ɑ의 신뢰도 값이 0.5 이상으로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상관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고, 역으로 다른 변인이 

한 변인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성(Interaction)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관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요인이 0.514로 가장 높았으며, p< 

0.001 로 유의하고, 두 변인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요인이 높을수록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요인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matrix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근로자의 안전 보건 

규칙 준수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0.361 *** —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0.340 *** 0.312 *** —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0.318 *** 0.278 *** 0.498 *** —

Note.* p<.05, ** p<.01, *** p<.001

Table 2. Typic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문항 Levels Counts % of Total Cumulative %

직무분야

사업주(현장대리인) 57 9.4% 9.4%

감리자 79 13.1% 22.5%

관리자 300 49.6% 72.1%

근로자 169 27.9% 100.0%

현직경력

1년미만 22 3.6 % 3.6%

1년이상~3년미만 43 7.1 % 10.3%

3년이상~5년미만 81 13.4 % 24.1%

5년이상~10년미만 126 20.8 % 45.0%

10년이상 333 55.0 % 100.0%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구분 Mean sd Cronbach's α

사업주(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 확보 4.07 0365 0.630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3.63 0.449 0.655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3.95 0.437 0.574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4.11 0.473 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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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

연구문제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이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

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목적으로 선형식을 구하여 독립변수 값

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서 종속변수 값의 변화 정도를 예측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Table 5는 모형의 적합도 분석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분석으로 수정 결정계수 R2=0.291로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 분산의 2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검증은 F=36.40, 유의확률 p<0.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5. Model fit measures

　 Overall Model Test

Model R R² Adjusted R² F df1 df2 p

1 0.547 0.299 0.291 36.4 7 597 < .0001

Table 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인가를 보여준다. F값은 잔차의 평균 제곱값으로 변인의 평균 제곱값을 나눈 값이

다. 표를 해석해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측 및 실행은 F값이 5.67, 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고,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의 재해예방 정책지원은 F값이 11.95, 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의 안전보건 규정 이행은 F값이 12.85, p˂0.05, 안전보건활동 참여는 F값이 85.76, p˂

0.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6. Omnibus ANOVA test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 0.899 1 0.899 5.6647 0.0176

위험성 관리 0.2221 1 0.2221 1.3995 0.2373

외부전문가의 활용 0.0128 1 0.0128 0.0807 0.7764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정책지원 1.8964 1 1.8964 11.9492 0.0006

재해예방 제도개선 0.0286 1 0.0286 0.1805 0.6711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안전보건 규정 이행 2.0397 1 2.0397 12.8524 0.0004

안전보건 활동 참여 13.6108 1 13.6108 85.7638 < .0001

Residuals 94.7448 597 0.1587 　 　

Note. Type3sumofsquares

모형계수 Table 7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B값은 비표준화 계수로 회귀 모

형의 계수 값이며, β 값은 표준화 계수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t 값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값을 비표준화계

수를 표준오차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을 잔차 자유도에 대한 t분포로 가설검정을 하게 된다. 다중공선성 확인은 공차 

한계(Tolerance) 통계값이 0.1 이상，VIF(Variance Inflation Factor) 통계값이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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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odel coefficients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Predictor B SE t p β VIF Tolerance

Intercept  1.3938 0.2164 6.442 < .0001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  0.1012 0.0425 2.38 0.0176 0.098 1.44 0.693

위험성 관리  0.0491 0.0415 1.183 0.2373 0.0498 1.51 0.662

외부전문가의 활용  0.0116 0.0409 0.284 0.7764 0.0112 1.33 0.753

정부의 정책직원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정책지원  0.1241 0.0359 3.457 0.0006 0.1369 1.33 0.749

재해예방 제도개선 -0.0152 0.0357 -0.425 0.6711 -0.0171 1.38 0.725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안전보건 규정 이행  0.1331 0.0371 3.585 0.0004 0.1364 1.23 0.811

안전보건 활동 참여  0.3048 0.0329 9.261 < .0001 0.3631 1.31 0.764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이며 절편은 1.39, 독립변수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의 계수는 0.1012,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의 재해예방 정책지원의 계수는 0.1241, 근로자의 안

전보건 규칙 준수의 안전보건규정 이행의 계수는 0.1331, 안전보건 활동 참여의 계수는 0.3048이다. 다중공선성은 VIF값

<10, 공차 한계 값>0.1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분포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H-1 의 “사업주(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 확보는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

한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은 t 통계치가 2.380, 유의확률 p<0.01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은 근로자 안전보

건 증진에 9.8%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H-2의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정

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의 재해예방 정책지원은 t 통계치가 3.457, 유의확률 p<0.0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의 재해예방 정책지원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13.69%의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H-3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는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근

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의 안전보건 규정 이행 t 통계치가 3.585, 유의확률 p<0.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안전보건 

활동 참여 t통계치가 9.261, 유의확률 p<0.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근로자의 안

전보건 규칙 준수의 안전보건 규정 이행에 13.64%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전보건 활동 참여에 36.31%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부분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와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를 통하여,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이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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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독립변수 요인별 영향력(β값)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

계 구축 및 실행은 9.8%, 정부의 재해예방 정책지원은 13.69%,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정 이행은 13.64%,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는 36.31%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근로자 안전보

건 증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사업주(현장대리인), 감리자, 관리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

였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와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서는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와 “정부의 재해예방 정책지원”,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정 이행”,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을 

실시하여 중대재해가 방지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건설현장 전체와 다양한 종류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건설현장 

전체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건설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건설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취약한 점이 많으므로, 후속연구는 연구 대상을 건설업 전체 및 사

업 규모별로 구분하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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