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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가 재해예방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조 흠 학*․김 기 식*․이 경 용*․윤 영 식*․서 동 현*․안 상 현*

1. 서론

노사관계에 따른 재해율 분석(조흠학2013. 4 월 춘계 학술대회 발표)에서는 기업의

재해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노사관계의 협조성을 가지고 단순히 사업장의 노

조와 노사간의 신뢰와 협조에 관한 일반적인 재해율을 분석하여 연구발표를 하였다.

그럼에도 기업의 노조유무에 따른 분석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제조업, 건설

업 모두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노사간의 협조와 신뢰에 관한 부

분도 사업장의 신뢰도와 협조가 원할한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조 유무와 노사관계 특성별로 재해율을 단순 비교한 탐색적인 결과이다. 따

라서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여 노조유무

와 노사관계 특성이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이번 분석은

노사관계 특성이 산업재해예방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특성의 영향 경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

이며, 이 조사는 단면조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노사관계 특성이 조사된 시점에서 과

거의 산업재해 발생여부와 재해율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미래의 재해율을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노사관계 특성이 조사시점에서의 재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거의 조사관계 특성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사 시점에서의 노사관계 특성과 조사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재해건수 등이 조사되었다. 이상의 한계로 인하여 노사관계 특

성이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었으며, 다만 현재의 노사관계 특성이 산재

예방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 이 연구는 2012년 산업안전보건동향속에서 노사관계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경로분

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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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노사관계가 산재예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

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참여와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 등의 특성에 한정

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노사관계가 산재예방 활동에 미치는 경

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간접경로 1: 노사관계 특성이 근로자 참여 특성을 경유하여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 간접경로 2: 노사관계 특성이 근로자 참여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 참여 특

성이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경로 1: 노사관계 특성이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근로자의 참

여도가 높아지고,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지

며,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질수록 재해예방 활동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아울러 근로자 참여와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를 경유하지 않고 협조적 노

사관계가 직접 재해예방 활동 수준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참여와 재해위험 인식 정도를 경유하는 간접 경로 이외의 직접 경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해 작업은 조사 자료가 포괄하고 있는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향후 다른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기대된다.

협조적

노사관계

근로자

참여

재해위험

인식

재해예방

활동수준

본 연구에서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이외의 다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사업장의 재해위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사업장 규모 특성, 재해발생 유무, 안

전보건지출비용 항목의 지출비용 투자 여부이다. 남성근로자 비율은 전체근로자 대비

남성근로자의 비율이고, 고령근로자 비율은 전체근로자 대비 55세 이상의 장년층 비율

이다. 사업장의 규모는 1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 범주로 하여 100-300인 규모

의 사업장과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가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고, 재해 발생

유무는 산업재해 발생 유무로서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다. 안전보건지출비용항목은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꼭 지출해야하는 건강진단

관리비, 작업환경측정비, 관리대행비와 같은 규제준수비용이 아니라 인력유지비, 안전

보건조직 운영비등과 같은 투자비용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두고 이원변수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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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사관계의 특성이 근로자 참여와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해예방활동 수준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이 경로분석 함수식을 영향 단계별로 모델화하여 설정하였다.

- 모델 1: 근로자 참여 = f{노사관계 특성,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비용항목}

- 모델 2: 재해위험 정도 = f{노사관계 특성, 근로자 참여 정도, 남성근로자 비율, 고

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비용항목}

- 모델 3: 재해예방 수준 = f{노사관계 특성, 근로자 참여 정도, 재해위험 정도, 남성

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

지출비용항목}

노사관계 특성이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별성을 보일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존속기간이 서로 다르고

건설업의 경우 다양한 하청업체들이 공종에 따라 공사 단계별로 서로 다른 시점에 일

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제조업과 많은 차이를 보

일 것이다. 이러한 차별성이 통합분석의 경우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변수명 정의 설문 문항

노사관계

노사간 협조정도

(사측<-노측)

문39-1) 사측(사업주)은 노측(직원들)에서

의견(주장)을 제시할 경우, 대화하고

수용하는 편이다

노사간 협조정도

(사측->노측)

문39-2) 노측(직원들)은 사측(사업주)에서

의견(주장)을 제시할 경우, 대화하고

수용하는 편이다

노사간 협조정도

(사측<->노측)

문39-3) 사측(사업주)과 노측(직원들)간에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협조적이다

노사관계평균 노사관계 3문항 평균 노사관계 3문항(39-1, 39-2, 39-3) 평균

노사관계평균범주
노사관계 3문항 평균

범주
노사관계평균 값이 0~3 : 1 , 3.1~4.9 : 2 , 5 : 3

남성비율
전체 근로자 대비

남성근로자 비율

문2) 귀 사업장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고령비율
전체 근로자 대비 55세

이상의 장년층 비율
문2-2)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규모2 100-300인 사업장 규모

규모3 300인 이상 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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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무 산업 재해 발생 유무

문4)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나 질병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망, 산재보험 치료 및 사업주

치료(공상 처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
안전보건지출항목

문11) 귀사업장에서 다음 항목 중 실제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지출 또는

투자하고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근로자참여

안전보건

상담실시

문29-1) 근로자와 안전보건 상담을 자주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전달정도

문29-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편이다

건강진단결과

전달 정도

문29-3)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알려주는

편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전달 정도

문29-4)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편이다

규정 작성, 변경시

의견 반영 정도

문29-5)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근로자의 개선의견

반영 정도

문29-6) 사업장내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가

개선의견을 건의할 경우 적극 반영한다

안전조치 건의

수용 정도

문29-7) 현장 작업반장 또는 현장 근로자가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해 건의할 경우 안전보건

관리자가 수용, 지원하는 편이다

안전보건 조치

협조 정도

문29-8)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경우 현장 작업반장 또는 현장

근로자가 협조하는 편이다

재해위험정도 사업장의 위험수준

문32) 귀 사업장의 위험수준이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해예방수준 안전보건활동 수준
문31) 귀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 연구결과

3.1 제조업

표2의 제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에서와 같이 종속변수를 근로자

참여로,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타 통제변수인 남성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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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

목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근로자참여의 전체 분산 중에서 31.6%만큼 통

제변수와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남성비율이 0.166, 고령비율이 0.055, 100-300인 규모가 0.085, 300인 이상 규모가

0.161,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가 0.477, 재해유무가 0.078,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이

0.029으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에서 가장 높게 나와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고, 남성비율과 300인 이상 규모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 남성비율과 고령비

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의 베타 값이 양수이므로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

을수록,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 참여가 높아

진다. 재해유무와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의 베타 값이 양수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

장일수록, 안전보건 비용항목으로 규제준수비용에 지출하기보다 투자비용에 지출할 경

우 근로자 참여가 높아진다. 또한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근로자참여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를 재해위험정도로 한 모델 2에서는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이라는 통제변수

들을 유지한 상태로 독립변수에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와 근로자 참여가 포함되었다.

모델 2의 분석결과에서는 종속변수인 재해위험정도의 전체 분산 중에서 6.8%만 통제

변수와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

은 남성비율이 0.144, 고령비율이 0.077, 100-300인 규모가 0.116, 300인 이상 규모가

-0.030,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가 0.000, 재해유무가 0.083,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이

0.029, 근로자참여가 0.081이다.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은 베타 값이 0.000이고 유의확률

이 0.962로 유의수준 0.1보다 크기 때문에 재해위험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남성근로자 비율의 베타 값이 가장 커서 다른

특성들보다 남성근로자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300인 규

모가 그 뒤를 따른다. 남성비율과 고령비율의 베타 값이 양수이므로 남성 근로자 비율

이 높을수록,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위험정도가 높아진다.

100-300인 규모의 베타는 양수이지만 300인 이상 규모는 음수이므로 소규모 사업장보

다 중규모 사업장의 재해위험정도가 높고 대규모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재

해위험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재해유무와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의 베타 값이 양

수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일수록 재해위험정도가 높아지며, 안전보건 비용항목으

로 규제준수비용에 지출하기보다 투자비용에 지출할 경우 재해위험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참여의 베타 값이 양수이므로 근로자 참여가 많아질수록 재해위험

정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해예방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 3에서는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이라는 통제변수

들을 유지한 상태로 독립변수에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와 근로자 참여, 재해위험정도가

포함되었다. 도입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준의 전체 분산 중

2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남성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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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9, 고령비율이 0.034, 100-300인 규모가 0.038, 300인 이상 규모가 0.084, 협조적 노

사관계 정도가 0.225, 재해유무가 -0.049,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이 0.022, 근로자참여

가 0.313, 재해위험정도가 0.144이다. 근로자 참여의 베타 값이 가장 커서 다른 특성들

보다 근로자 참여가 재해예방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사관

계, 재해위험정도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과 근로자 참여 그리고 재해위험정도가 모두 재해예방수준은 유의확률이 0.000으

로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재해예방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

성비율과 고령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의 베타 값이 양수이므로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규모가 클수록 재

해예방수준이 높아진다. 재해유무와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의 베타 값이 양수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 비용항목으로 규제준수비용에 지출하기보다 투

자비용에 지출할 경우 재해예방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노사관계와 근로자참여, 재해위

험정도의 베타 값도 양수이므로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근로자 참여가 많을수록,

재해위험정도가 높을수록 재해예방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 제조업의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 결과

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종속변수 근로자참여 재해위험정도 재해예방수준

베타 유의확률 베타 유의확률 베타 유의확률

(상수) 　 .000 　 .000 　 .000

남성비율 .166 .000 .144 .000 .099 .000

고령비율 .055 .000 .077 .000 .034 .000

규모2 .085 .000 .116 .000 .038 .000

규모3 .161 .000 -.030 .000 .084 .000

노사관계 .477 .000 .000 .962 .225 .000

재해유무 .078 .000 .083 .000 -.049 .000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 .029 .000 .029 .000 .022 .000

근로자참여 .081 .000 .313 .000

재해위험정도 .144 .000

결정계수(R²) .316 .068 .299

아래 그림은 제조업의 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을 선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을 선위에 표시한

것이다. 가장 위에 따로 쓰인 숫자는 각 모델의 결정계수 R²로 계산 된 숫자로 계산식

은   이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모델 1

의 종속변수인 근로자 참여가 통제변수인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

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과 독립변수인 협조적 노

사관계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정도가 0.827이다. 반면 모델 2의

종속변수인 재해위험정도는 통제변수인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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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과 독립변수인 협조적 노사

관계 특성과 근로자 참여로 설명되고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정도가 0.965로서 굉장히

큰 편이다. 모델 3의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준은 통제변수인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

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과 독

립변수인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과 근로자 참여, 재해위험정도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정도가 0.836이다.

[그림 1] 제조업의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에서 확

인된 경로는 모두 3가지 경로이다. 첫 번째 경로는 연구가설에서 설정된 것과 같이 협

조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참여와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을 경유하여 재해예방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이다. 두 번째 경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참여를 경유

하여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

향 경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세 번째 경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효과라 하고, 앞의 두 가지 경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참여나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을 거치고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라 한다.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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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는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준에 대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의 베타 값인 0.225

이며, 간접효과의 크기는 위 두 경로의 효과의 합으로서 각각 베타 값의 곱으로 계산

된다. 즉, 첫 번째 경로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종속변수인 근로자참여에 대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의 베타 0.477과 종속변수인 재해위험정도 인식에 대한 근로자참여의 베

타 값인 0.081과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준에 대한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의 베타

값 0.144의 곱으로 계산되어 0.006이 된다. 두 번째 경로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종속변

수인 근로자참여에 대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의 베타 0.477과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

준에 대한 근로자참여의 베타 값 0.313의 곱으로 계산되어 0.149가 된다. 이 두 간접효

과의 크기인 0.006과 0.149의 합인 0.155가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이 재해예방수준에 미

치는 총 간접효과의 크기가 된다.

- 경로 1: 노사관계 -> 근로자 참여 -> 재해위험 인식 -> 재해예방활동 수준: 0.006

- 경로 2: 노사관계 -> 근로자 참여 -> 재해예방활동 수준: 0.149

- 경로 3: 노사관계 -> 재해예방활동 수준: 0.225

3.2 건설업

표3의 건설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에서와 같이 종속변수를 근로자

참여로,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타 통제변수인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

목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근로자참여의 전체 분산 중에서 39.8% 만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

타 값은 남성비율이 -0.013, 고령비율이 -0.061, 100-300인 규모가 0.051, 300인 이상

규모가 0.069,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가 0.595, 재해유무가 -0.096, 안전보건지출 비용항

목이 0.074이다. 남성비율의 유의확률이 0.224로 유의수준 0.1보다 크므로 근로자참여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

의 베타 값이 가장 높게 나와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재해유

무과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 순이다. 남성비율과 고령비율의 베타 값이 음수이므로 남

성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근로자 참여가 떨

어진다고 할 수 있고,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의 베타 값은 양수이므로 규모

가 클수록 근로자 참여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해유무의 베타 값은 음수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일수록 근로자 참여가 낮으며, 안전보건지출비용항목이 양수이므

로 안전보건 비용항목으로 규제준수비용에 지출하기보다 투자비용에 지출할 경우 근

로자 참여가 높아진다. 또한 노사관계의 베타값은 양수이므로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

록 근로자 참여가 높아진다.

종속변수를 재해위험정도로 한 모델 2에서는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의 통제변수들을

유지한 상태로 독립변수에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와 근로자 참여가 포함되었다. 모델 2

의 분석결과에서는 종속변수인 재해위험정도의 전체 분산 중에서 7.8%만 통제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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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남성

비율이 -0.152, 고령비율이 0.080, 100-300인 규모가 -0.084, 300인 이상 규모가 0.102,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가 -0.014, 재해유무가 0.101,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이 0.045, 근

로자참여가 0.200이다.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은 유의확률이 0.354로 유의수준 0.1보다

크기 때문에 재해위험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근로자 참여

의 베타 값이 가장 커서 다른 특성들보다 근로자 참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남성근로자 비율, 300인 이상이 영향력이 크다. 남성비율의

베타는 음수, 고령비율은 양수이므로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위험정도가 낮

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위험정도가 높아진다. 100-300인

규모의 베타는 음수이지만 300인 이상 규모는 양수이므로 소규모 사업장보다 중규모

사업장의 재해위험정도가 낮고 대규모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재해위험정도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해유무와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의 베타 값이 양수이므로 재

해가 발생한 사업장일수록 재해위험정도가 높아지며, 안전보건 비용항목으로 규제준수

비용에 지출하기보다 투자비용에 지출할 경우 재해위험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참여의 베타 값이 양수이므로 근로자 참여가 많아질수록 재해위험정도도 높다

고 할 수 있다.

재해예방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 3에서는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이라는 통제변수

들을 유지한 상태로 독립변수에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와 근로자 참여, 재해위험정도가

포함되었다. 도입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준의 전체 분산 중

4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남성비율이

0.071, 고령비율이 -0.199, 100-300인 규모가 0.004, 300인 이상 규모가 0.053, 협조적

노사관계 정도가 0.242, 재해유무가 -0.061,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이 -0.187, 근로자참

여가 0.354, 재해위험정도가 0.125이다. 100-300인 규모는 유의확률이 0.762로 유의수준

0.1보다 크기 때문에 재해예방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근

로자 참여의 베타 값이 가장 커서 다른 특성들 보다 근로자 참여가 재해예방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사관계, 고령근로자 비율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과 근로자 참여 그리고 재해

위험정도가 모두 재해예방수준은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재

해예방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비율의 베타 값은 양수, 고령비

율은 음수이므로 남성비율이 높을수록 재해예방수준이 높아지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

자 비율이 높을수록 재해예방수준이 낮아진다.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의 베

타 값이 양수이므로 규모가 클수록 재해예방수준이 높아진다. 재해유무와 안전보건지

출 비용항목의 베타 값이 음수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 비용항목

으로 규제준수비용에 지출하기보다 투자비용에 지출할 경우 재해예방수준이 낮아진다.

또한 노사관계와 근로자참여, 재해위험정도의 베타 값은 양수이므로 노사관계가 협조

적일수록, 근로자 참여가 많을수록, 재해위험정도가 높을수록 재해예방수준도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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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설업의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 결과

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종속변수 근로자참여 재해위험정도 재해예방수준

베타 유의확률 베타 유의확률 베타 유의확률

(상수) 　 .225 　 .000 　 .000

남성비율 -.013 .224 -.152 .000 .071 .000

고령비율 -.061 .000 .080 .000 -.199 .000

규모2 .051 .000 -.084 .000 .004 .762

규모3 .069 .000 .102 .000 .053 .000

노사관계 .595 .000 -.014 .354 .242 .000

재해유무 -.096 .000 .101 .000 -.061 .000

안전보건지출
비용항목 .074 .000 .045 .001 -.187 .000

근로자참여 .200 .000 .354 .000

재해위험정도 .125 .000

결정계수(R²) .398 .078 .415

아래 그림2는 건설업의 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와 독립변수들을 선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을 선위에 표

시한 것이다. 가장 위에 따로 쓰인 숫자는 각 모델의 결정계수 R²로 계산 된 숫자로

계산식은   이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모델 1의 종속변수인 근로자 참여가 통제변수인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과 독립변수인 협

조적 노사관계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정도가 0.776이다. 반면

모델 2의 종속변수인 재해위험정도는 통제변수인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용 항목과 독립변수인 협

조적 노사관계 특성과 근로자 참여로 설명되고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정도가 0.960으

로서 굉장히 큰 편이다. 모델 3의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준은 통제변수인 남성근로자

비율, 고령근로자 비율, 100-300인 규모, 300인 이상 규모, 재해유무, 안전보건지출 비

용 항목과 독립변수인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과 근로자 참여, 재해위험정도에 의해 설

명되고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정도가 0.7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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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설업의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에서 확

인된 경로는 모두 3가지 경로이다. 첫 번째 경로는 연구가설에서 설정된 것과 같이 협

조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참여와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을 경유하여 재해예방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이다. 두 번째 경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참여를 경유

하여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

향 경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세 번째 경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효과라 하고, 앞의 두 가지 경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참여나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을 거치고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협조적 노사관계가 재해예방활동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라 한다. 직접효과

의 크기는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준에 대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의 베타 값인 0.242

이며, 간접효과의 크기는 위 두 경로의 효과의 합으로서 각각 베타 값의 곱으로 계산

된다. 즉, 첫 번째 경로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종속변수인 근로자참여에 대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의 베타 0.595와 종속변수인 재해위험정도 인식에 대한 근로자참여의 베

타 값인 0.200과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준에 대한 재해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의 베타

값 0.125의 곱으로 계산되어 0.015가 된다. 두 번째 경로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종속변

수인 근로자참여에 대한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의 베타 0.477과 종속변수인 재해예방수



노사관계가 재해예방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조 흠 학․김 기 식․이 경 용․윤 영 식․서 동 현․안 상 현                                                                                        

474

준에 대한 근로자참여의 베타 값 0.354의 곱으로 계산되어 0.211이 된다. 이 두 간접효

과의 크기인 0.015와 0.211의 합인 0.226이 협조적 노사관계 특성이 재해예방수준에 미

치는 총 간접효과의 크기가 된다.

- 경로 1: 노사관계 -> 근로자 참여 -> 재해위험 인식 -> 재해예방활동 수준: 0.015

- 경로 2: 노사관계 -> 근로자 참여 -> 재해예방활동 수준: 0.211

- 경로 3: 노사관계 -> 재해예방활동 수준: 0.242

4. 결 론

경로분석을 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노사관계가 협조적이면 근로자 참여가 높아지고,

근로자 참여가 높아지면 재해위험정도의 인식이 높아지고, 재해위험정도의 인식이 높

아지면 재해예방활동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하

여 입증되어지기 때문에 재해예방활동수준이 높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협조적이면서

안전보건지줄비용 항목 중에서 안전보건투자비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보건지출비용항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항목 중에

서 건강진단관리비, 작업환경측정비, 관리대행비와 같은 의무적인 규제준수비용이 아

니고, 인력유지비, 안전보건조직 운영비등과 같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예방을 위한 임의

적인 투자비용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두고 이원변수로 분석한 결과 임의적인 투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해예방 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에서도 노사관계가 협조적이면 근로자 참여가 높아지고 근로자 참여가 높아

지게 되면 재해위험정도의 인식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재해위험정도의 인

식이 높아지게 되면 재해예방 활동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도 안전보건지출비용 항목중에서 임의적인 투자 비용보다 규제준수비용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항목들이 많아서 규제준수비용의 항

목지출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결로분석을 통해본 결과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사업장의 재해예방활

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