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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generally regulates employer’s business principles in the

workplace to maintain safety environment. This act has the fundamental purpose to protect employee’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by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level of regulation compliance using Survey on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data by the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generalized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poison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of those

method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ignificant affecting compliance factors were different among those

statistical methods. This means that specific interpretation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each statistical

method. In the future, relevant statistical technique will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type of

occupational injuries

Keywords : Regulation compliance, Occupational injuri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oison

regression analysis

1.서 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부

분의 규제정책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규제에 대한 피

규제자의 순응도는 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1981년 산업안전보

건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어 왔다. 특

히 사업주를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 행정규제들이 초

기에는 법 목적을 알리고 규제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

록 홍보를 중심으로 행정실행을 해 왔으나 일정 기간

이 경과되면서 사업주는 법이 강제하는 제반 조치사항

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

는 규제준수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율안전보

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중소규모 및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인지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는 것도 원

활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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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제반 조건들과 외적 환경은 1981년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주의 규제준

수 사항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유해인

자가 규제항목으로 추가되고 일부는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법이 강제하고 있는 규제 조항들에 대

한 준수가 산업재해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한 근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규제를 준

수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규제순응에 제한된다면

규제를 통해 지향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규제 순응도가 높다고 해서 산업재해 발

생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개입 요인은

무엇인가? 산업재해는 사고에 의해 근로자가 상해와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고는 정의상 예견

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과 관련된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당하는 것과 규제를 준수하는

것과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Bartel and Thomas, 1985).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조치는 산업재

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기준

들이다. 역설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을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경우 실제 발생한 사고가 예측 가능한 것이라는 전

제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산업재해와 규

제 순응도 간의 상관성은 두 가지 양면적인 해석이 가

능하다. 하나는 예측 가능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규

제 순응도와 산업재해의 발생수준 간에 상관성이 높다

는 것은 예측 가능성의 전제가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

하며, 반대로 둘 간의 상관성이 낮다는 것은 예측 가능

성의 전제가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상관성

이 낮다는 점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낮

다는 점은 현행 규제사항이 현존하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확

대 해석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확률은 매우 드물게 발

생하는 사건의 확률분포인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분포 특성을 가진 경우 일반

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

한다(Gardner et al, 1995).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아닌

산업재해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드

물게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분포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질병의 발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유사한 분석방법이 적용될 수 있

으나, 그 동안 이러한 분석기법이 활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상의 분석방법이 활용된 예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변수 조작화와 변수

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에 대

한 타당한 해석 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의 발생 분포가 매우 드물

게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산업재

해 발생건수나 발생율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

로 포아송 분포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비례적

위험분석 등을 비교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Callas et al,

1998) 로지스틱 분석에 비하여 다른 두 가지 분석 방법

이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생 건수가 없는 0의 사례가 많은

경우 포아송 회귀분석의 통계적합도가 만족할만한 결

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Wang et al,

2003). 그러나 발생 건수를 대상으로 한 포아송 회귀분

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Mittlboeck and Heinzl, 2001) 모수 추정치와 유의수준

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결정계수에서

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론

2.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규제 순응도와 산업재해 발생 수준간

의 관계분석을 통해 이상의 서로 상반된 해석과 함의

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은 드물게 발

생하는 사건의 분포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분포로 인해 일반적인 통계 분석방법을 통해 원인 특

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통계 분석 방법과 산재발생의 특수 분포 형태를 고려

한 통계 분석 결과 간의 차별성을 알아보았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9)

이 2009년도에 시행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이

다. 이 자료는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비제조업을 대

상으로 사업장 단위의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

다. 따라서 사업장의 면접조사 대상자는 주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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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보건관리자가 되었으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제조업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총 분석

대상 사업장수는 2,507개소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순응도와

산업재해 발생수준을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측정하였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순응도 측정 설문 문항(동

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유해성을 사전 평가하는

책임부서가 있다.

- 화학물질 취급 시 유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

업장내 비치하고 있다.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시가 되어 있다

- 화학물질의 건강의 유해성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

에게 알려주고 있다.

- 화학물질 취급공정의 작업환경관리를 담당하는 담

당자가 있다.

- 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정

기적으로 보호구 관리를 하고 있다

-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 적격품을 선정

하여 구입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

-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있다

- 위험기계 기구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적격품을 구입한다.

- 위험기계기구에대하여방호조치를취하고사용한다.

- 정기적으로재해발생위험요인이발생하는지점검한다.

-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자세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 온 습도에 의한 고열장애, 한랭장애, 다습장애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 연기, 흄 (용접흄, 배기가스 등), 가루 분진 (목분

진, 광물질 분진 등)이 날릴시 국소배기 및 환기시

설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다.

- 병원체, 혈액매개감염, 공기매개감염, 곤충 및 동물

매개감염 노출작업 시 유해성과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매3년 주기로 실시하

고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정착시키기 위

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근로자와 안전보건 상담을 자주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또는 결정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알려준다.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준다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변경이나 신설 시 근로

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 사업장내 위험요소에 대한 근로자의 개선 건의 시

적극 반영한다.

- 현장 작업반장 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건의 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지원한다.

-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 안전보건조치 시 현장 작

업반장 또는 현장 근로자가 협조한다.

○ 산업재해 발생 수준

-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

무수행 중에 사고나 질병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 몇 명입니까? (사고와 질병을 구분하여

발생한 인원수를 명 단위로 기재,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숫자 0표시)

-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산업재해 발생수준은 설문지

면접을 통해 주관적으로 응답된 자료에 의해 산출

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산업재해현황통

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질문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순응도를

측정한 27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규

제순응도 항목들을 범주화하였으며, 해당 하위 차원의

범주별 수준은 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요인

점수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수준의 경우 발생 확률이 매우 낮아 산재발생 사업장

과 무재해 사업장으로 구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

과 포아송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규제 순응

도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

귀분석방법(HR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위계분석의 모형은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의 경우 규제순응도 수준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

였으며, 2단계 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에 사업장의 일반

적 특성을 추가하였고,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과 관련 조직 유

형 등의 활동 특성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단계별 모

형의 독립변수를 달리한 이유는 규제 순응도의 영향력

이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과 산업안전보건 활동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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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계별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산업재해 발생 건수(or 산업재해 발생 여부 or

산업재해율 or 자연로그(산업재해율)) = f{산업

안전보건 규제 순응도 수준}

2단계: 산업재해 발생 건수(or 산업재해 발생 여부 or

산업재해율 or 자연로그(산업재해율)) = f{산업

안전보건 규제 순응도 수준, 사업장 규모, 매출

액 규모, 업종}

3단계: 산업재해 발생 건수(or 산업재해 발생 여부 or

산업재해율 or 자연로그(산업재해율)) = f{산업

안전보건 규제 순응도 수준, 사업장 규모, 매출

액 규모, 업종, 산업 안전보건관리 조직 유형,

산업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3 연구결과

분석 대상 사례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알아본 결과

5～9인의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전체에서 27.3%인

685개소였으며, 10～29인의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28.7%(720개소)였고, 30～49인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14.2%(357개소), 50～99인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11.9%(298개소), 100～299인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9.8%(245개소), 300～499인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3.8%(96개소), 500인 이상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4.2%(10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중분류 업종

별 분포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업종 중에서 금속가공제

품제조업이 7.4%인 186개소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

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형 분포를 보면, 전담조

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17.7%인 377개소였으며, 타

조직에 포함된 형태로 구성된 경우가 23.3%인 496개소

였고, 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가 59.0%인 1,255개소였다.

분석대상업체의 연매출액 분포를 보면 매출액 규모가

적은 사업장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변수 변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자연대수를 이용하여 분포를 변환하여

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특성 범주
사업장수

(개소)
백분율(%)

사업장

근로자

규모

5〜9인 685 27.3
10〜29인 720 29
30〜49인 357 14
50〜99인 298 12
100〜299인 245 10
300〜499인 96 4
500인 이상 106 4
합계 2,507 100

산업안전보

건

담당부서

유형

전담조직 구성 377 15
타 조직에 포함 496 20

없음 1,255 50
합계 2,128 85
비해당 379 15
합계 2,507 100

연 매출액

(백만원)

0-99 60 2.4
100-999 497 19.8
1000-1999 397 15.8
2000-2999 259 10.3
3000-3999 164 6.5
4000-4999 103 4.1
5000-9999 331 13.2
10000이상 696 27.8
합계 2507 100.0

업종

경공업 819 32.7
화학공업 345 13.8
중공업 1,249 49.8
기타 94 3.7
합계 2,507 100

<Figure 1> The distribution of annual sales and its

natural log transformation

<Table 2> The distribution of enterprises by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특성 범주 사업장수 백분율(%)

산재발생

건수

(사고)

0명 2,026 80.8
1명 345 13.5
2명 85 3.4
3명 21 0.8
4명 10 0.4
5명 2 0.1
6명 5 0.2

7명 이상 19 0.8
합계 2,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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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items for regulation compliance(factor loading)

문 항 성 분 공통성
1 2 3 4

감염 노출작업 시 유해성과 조치기준 공지 0.795 0.215 0.135 0.155 0.720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 예방조치 0.786 0.246 0.164 0.249 0.768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공지 0.784 0.252 0.241 0.154 0.760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정책을 위한
보고제도필요

0.666 0.184 0.170 0.255 0.57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 0.641 0.278 0.278 0.274 0.641

중량물취급 시 근골격계예방 위한 바른자세 공지 0.634 0.323 0.244 0.337 0.679

국소박이, 환기시설 내용 주지 0.566 0.299 0.213 0.354 0.580

안전보건상담의 빈번한 실시여부 0.565 0.427 0.239 0.225 0.60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심의사항 근로자 공지 0.545 0.537 0.234 0.208 0.684

사업장내 위험요소에 대한 근로자건의 반영 0.320 0.741 0.197 0.224 0.741

안전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조치 시 현장 근로자 협조 0.402 0.737 0.245 0.213 0.810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건의 시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0.404 0.710 0.218 0.248 0.776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공지 0.080 0.694 0.259 0.315 0.654

작업환경측정결과 공지 0.288 0.677 0.255 0.208 0.650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 근로자의견 반영 0.500 0.625 0.188 0.184 0.710

화학물질용기 경고표시여부 0.103 0.229 0.837 0.245 0.823

화학물질유해성 근로자공지여부 0.186 0.266 0.794 0.205 0.778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업장 비치여부 0.144 0.225 0.792 0.193 0.736

화학물질 작업환경관리담당자 있음 0.350 0.200 0.729 0.175 0.725

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의무화 및 관리 0.236 0.194 0.717 0.389 0.75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부서 있음 0.392 0.114 0.592 0.178 0.549

근로자에 안전보호구 지급여부 0.211 0.233 0.327 0.755 0.775

적격한 보호구 구매 0.194 0.168 0.336 0.749 0.739

적격한 위험기계, 기구 구매 0.211 0.259 0.188 0.743 0.698

위험기계, 기구에 방호조치 0.254 0.377 0.177 0.719 0.755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0.352 0.102 0.189 0.704 0.667

정기적으로 재해발생위험요인 점검 0.383 0.346 0.232 0.606 0.687

고유값 14.293 2.047 1.465 1.237 　-

분산(%) 52.939 7.583 5.424 4.582 　-

<Figure 2>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and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ose natural log

transformation

본 연구의 설명대상이 되는 27개의 규제 순응도 측

정 항목의 응답결과를 보면, 5점 척도 상 3.52에서 4.50

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인 항목은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유해성을 사

전 평가하는 책임부서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로 평

균 3.52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은 ‘사

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지급

하고 있다’의 항목으로 평균 4.50점을 보였다. 규제 순

응도를 측정한 27개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

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4개의 하위차원으

로 귀속된 분산 비율은 총 70.5%로 나타났다. 하위차원

으로 분류된 4가지 성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분 1의

경우 근로자 건강 관련 규제 순응도, 성분 2의 경우 산

업안전보건 정보 및 의사소통 관련 규제 순응도, 성분

3의 경우 화학물질 관련 규제 순응도, 성분 4의 경우

안전장치 및 보호구 관련 규제 순응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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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eta
유의

확률
B beta

유의

확률
B beta

유의

확률
순응 1 0.190 0.045 0.228 0.012 0.003 0.930 -0.126 -0.030 0.496
순응 2 0.291 0.069 0.065 0.132 0.031 0.349 0.086 0.020 0.593
순응 3 0.213 0.050 0.176 0.051 0.012 0.725 -0.002 -0.001 0.989
순응 4 0.158 0.037 0.316 0.030 0.007 0.831 -0.007 -0.002 0.966

LN(연간매출액 10만원) 　 　 　 -0.022 -0.012 0.755 -0.072 -0.040 0.359
지난 3개월 평균근로자수 　 　 　 0.004 0.491 0.000 0.004 0.522 0.000
화학공업=1 경공업=0 　 　 　 -0.382 -0.035 0.373 -0.361 -0.034 0.415
중공업=1 경공업=0 　 　 　 0.222 0.026 0.510 0.140 0.017 0.689
기타=1 경공업=0 　 　 　 -0.256 -0.009 0.790 -0.187 -0.006 0.868

전담조직 유(준거=없음) 　 　 　 　 　 　 0.271 0.030 0.496
타조직포함(준거=없음) 　 　 　 　 　 　 0.020 0.002 0.956
OSHM 활동 수준 　 　 　 　 　 　 0.139 0.024 0.652

상수항 0.890 　- 0.000 0.096 　- 0.778 -0.668 　- 0.612
R² 0.005 0.236 0.258

F value(sig.) 1.93(p>0.10) 25.63(p<0.01) 19.72(p<0.01)

<Table 5> The result of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유의

확률
Exp(B) B

유의

확률
Exp(B) B

유의

확률
Exp(B)

순응 1 0.025 0.761 1.026 -0.076 0.401 0.927 -0.152 0.221 0.859
순응 2 0.347 0.000 1.415 0.265 0.009 1.303 0.220 0.066 1.246
순응 3 0.276 0.003 1.318 0.145 0.151 1.156 0.099 0.413 1.105
순응 4 0.228 0.017 1.256 0.156 0.128 1.168 0.089 0.448 1.093

지난 3개월 평균근로자수 　 　 　 0.002 0.001 1.002 0.001 0.004 1.001
LN(연간매출액 10만원) 　 　 　 0.171 0.001 1.187 0.176 0.002 1.193
화학공업=1 경공업=0 　 　 　 -1.181 0.000 0.307 -1.279 0.000 0.278
중공업=1 경공업=0 　 　 　 -0.304 0.146 0.738 -0.406 0.067 0.666
기타=1 경공업=0 　 　 　 -1.730 0.100 0.177 -1.474 0.172 0.229

전담조직 유(준거=없음) 　 　 　 　 　 　 0.398 0.133 1.488
타조직포함(준거=없음) 　 　 　 　 　 　 0.355 0.150 1.426
OSHM 활동 수준 　 　 　 　 　 　 0.128 0.556 1.137

상수항 -0.920 0.000 0.399 -0.443 0.052 0.642 -1.084 0.241 0.338
Cox Snell R² 0.039 0.151 0.166
NagelKerkeR² 0.055 0.215 0.23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 규제

사항에 대한 순응도 수준이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 순응도

를 요인분석한 결과에 따라 규제순응도 하위 4개 차원

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체 2,507개소에서 연간

발생한 산업재해건수의 분포를 보면, 전체 사업장의

80.8%인 2,026개소에서는 단 한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

지 않았다. 1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13.5%인 339개소였

으며, 2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85개소인 3.4%였고, 3건

이 발생한 사업장은 21개소인 0.8%였다. 4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10개 사업장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하였으

며, 5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2개

사업장이었다. 분포를 보면, 발생 건수가 0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1 그리고 점차 건수가

증가할수록 사업장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1단계 모형에서는 규제 순응도 하

위요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

수를 살펴보면 규제순응도가 가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

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매출액 등

을 추가한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규제순응

도 두 번째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규제순응도가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 확

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형에 산업

안전보건 전담조직 유형과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 변수

를 추가한 세 번째 모형에서는 규제순응도 두 번째 요

인의 통계적 검정수준이 떨어져 유의확률이 0.066으로

나타났으며, 계수의 부호는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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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eta
유의

확률
B beta

유의

확률
B beta

유의

확률

순응 1 -0.001 -0.050 0.182 -0.001 -0.039 0.296 -0.003 -0.123 0.018

순응 2 0.002 0.089 0.017 0.002 0.103 0.007 0.002 0.083 0.058

순응 3 -0.001 -0.057 0.125 -0.001 -0.032 0.408 -0.001 -0.060 0.179

순응 4 -0.001 -0.047 0.210 -0.001 -0.038 0.315 -0.002 -0.085 0.045

LN(연간매출액 10만원) 　 　 　 -0.001 -0.072 0.110 -0.001 -0.078 0.119

지난 3개월 평균근로자수 　 　 　 0.000 -0.009 0.825 0.000 -0.010 0.824

화학공업=1 경공업=0 　 　 　 -0.002 -0.031 0.493 -0.003 -0.043 0.371

중공업=1 경공업=0 　 　 　 0.001 0.018 0.695 0.000 0.003 0.953

기타=1 경공업=0 　 　 　 -0.001 -0.007 0.853 0.003 0.018 0.654

전담조직 유(준거=없음) 　 　 　 　 　 　 -0.001 -0.018 0.718

타조직포함(준거=없음) 　 　 　 　 　 　 0.001 0.024 0.607

OSHM 활동 수준 　 　 　 　 　 　 0.004 0.122 0.049

상수항 0.008 -　 0.000 0.006 -　 0.006 -0.010 -　 0.252

R² 0.010 0.010 0.018

F value(sig.) 2.86(p<0.05) 1.79(p<0.10) 1.99(p<0.05)

<Table 7>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natural log transformation of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eta
유의

확률
B beta

유의

확률
B beta

유의

확률

순응1 -0.138 -0.109 0.100 -0.032 -0.026 0.618 -0.155 -0.123 0.089

순응2 -0.151 -0.101 0.132 0.032 0.021 0.676 -0.017 -0.011 0.856

순응3 -0.441 -0.270 0.000 -0.154 -0.094 0.072 -0.180 -0.111 0.057

순응4 -0.219 -0.137 0.040 -0.114 -0.071 0.161 -0.196 -0.118 0.032

LN(연간매출액 10만원) 　 　 　 -0.328 -0.612 0.000 -0.320 -0.596 0.000

지난 3개월 평균근로자수 　 　 　 0.000 -0.089 0.135 0.000 -0.076 0.220

화학공업=1 경공업=0 　 　 　 -0.012 -0.003 0.956 -0.087 -0.023 0.707

중공업=1 경공업=0 　 　 　 -0.056 -0.022 0.703 -0.100 -0.039 0.503

기타=1 경공업=0 　 　 　 0.977 0.053 0.304 0.915 0.052 0.332

전담조직 유(준거=없음) 　 　 　 　 　 　 -0.253 -0.100 0.193

타조직포함(준거=없음) 　 　 　 　 　 　 0.084 0.031 0.657

OSHM 활동 수준 　 　 　 　 　 　 0.286 0.150 0.081

상수항 -4.232 -　 0.000 -4.613 -　 0.000 -5.691 -　 0.000

R² 0.096 0.493 0.507

F value(sig.) 6.57(p<0.01) 23.76(p<0.01) 17.82(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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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ult of hierarchical poisson regression analysis of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Z
유의

확률
B Z

유의

확률
B Z

유의

확률

순응1 4.1E-16 0 1 0.022 0.517 0.605 -0.434 -10.107 0.000

순응2 -3.5E-16 0 1 0.008 0.178 0.859 -0.212 -5.32 0.000

순응3 -6.3E-16 0 1 0.109 2.332 0.020 -0.182 -4.31 0.000

순응4 1.3E-15 0 1 -0.042 -0.948 0.343 -0.179 -4.678 0.000

LN(연간매출액 10만원) 　 　 　 -0.239 -10.624 0.000 -0.094 -4.438 0.000

지난 3개월 평균근로자수 　 　 　 0.000 7.443 0.000 2.43E-05 0.347 0.728

화학공업=1 경공업=0 　 　 　 3.453 24.98 0.000 0.383 2.946 0.003

중공업=1 경공업=0 　 　 　 3.516 30.986 0.000 0.406 3.882 0.000

기타=1 경공업=0 　 　 　 3.281 11.899 0.000 0.464 1.469 0.142

전담조직 유(준거=없음) 　 　 　 　 　 　 0.036 0.316 0.752

타조직포함(준거=없음) 　 　 　 　 　 　 0.192 1.852 0.064

OSHM 활동 수준 　 　 　 　 　 　 1.196 27.776 27.776

상수항 -2.833 -75.865 0.000 -4.183 -56.243 0.000 -5.593 27.776 0.000

우도비 4062.828(p=1.000) 1385.566(p=1.000) 282.968(p=1.000)

Pearson카이제곱 11472.000(p=1.000) 6578.855(p=1.000) 324.744(p=1.000)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간매출액과 근로

자수 산업종류 등을 독립변수에 추가한 모형 2에서도

두 번째 순응도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과 산업안전보건활동수준을 추가한 모형 3에서는

세 번째 순응도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순응도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순응도 변수 중에서 순응

도 두 번째 변수의 경우 순응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산

업재해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자료가 단면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

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

후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율에 자연로그를 취

하여 변환한 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재해율에 자연로그를 취할 경우 산업

재해율이 0인 경우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

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율이 0.1인 경우 자연로그를 취할

경우 -2.30259가 되며, 산업재해율이 0.2인 경우에는

-1.60944가 된다. 0.3인 경우에는 -1.20397이 되며, 0.9

인 경우에는 -0.10536이 된다. 재해자가 근로자수보다

많은 경우가 간혹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율

은 1을 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해자와 근로자수가

동일하여 산업재해율이 1이 될 경우 자연로그를 취하

면 0의 값을 갖게 된다. 결국 산업재해율에 자연로그를

취할 경우 그 값은 대부분이 음수로 존재할 것이다.

산업재해율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하

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응도 변수 4

개만 독립변수에 포함한 모형 1에서는 순응도 3번과 4

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순응도 3번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3의 경우에는 순응도 1번과 3번 그

리고 4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업재해율이 0인 경우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순응도 1

번과 3번 그리고 4번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율은 감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순응도의 영향력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

면 1번 순응도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은 4번 그

리고 3번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단계별 회귀분석

을 한 결과를 보면, 1단계 모형에서는 규제순응도 요인

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단계 모형에

업종과 매출액 등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는 순응도

의 3번째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3단계 모

형의 경우에서는 규제순응도의 4개 범주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순응도 변수

의 계수 부호가 모두 음의 부호로 나타나 순응도가 증

가할수록 산업재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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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순응

도 수준과 산업재해 발생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분포는 사례의 대부분이 0

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규제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규제

순응도 수준이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여부에 규제순응

도 수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동일한 독립변수들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규제에 대한 준수 수준과 산업재해 발생 수준간의

관계가 부적 상관성을 보인다면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수준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정적

상관성을 보인다면 규제 순응도가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 수준이 높아진다. 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결

과와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는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결국 규제순응도가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분석모형을 적용하는가

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지표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산업재해의 절대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전체

사례의 대부분이 0이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재해자 수가 1, 2, 3 등이 숫

자로 표현되는데,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사례의 빈도가

1이나 0에 가까워진다. 이와 같은 분포는 특성상 포아

송 분포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산업재

해 발생과 관련된 지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발

생하지 않았는지를 지표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

원변수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변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통계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이다. 종속변수가 이원화된 변수인 경우 하나를 0

으로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1로 처리하여 독립변수 값

이 증가할수록 1이 차지하는 비율의 선형관계를 분석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체 사례에서 1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을 경우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1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게 될 경우 분석

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나누

어 산출하는 재해율을 지표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에도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재해가 발

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은 0이 되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해당 재해율이 산출되는데, 이 경우

매우 적은 크기의 값을 보이게 된다. 다만, 첫 번째 방

법에 비하여 근로자수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사

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이 서로 반대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인 규

모의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3명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

해자수는 3이 되지만 재해율은 0.6이 된다. 1000인 규

모의 사업장에서 5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

해자수는 50이 되지만 재해율은 0.05가 된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할 경우 첫 번째 방법인 재해자수를

지표로 할 경우 전자의 예는 3이 되고 후자의 예는 50

이 되지만 세 번째 방법인 재해율을 지표로 할 경우

전자의 예를 0.6이 되고 후자의 예는 0.05가 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해자수를

지표로 하거나 재해율을 지표로 하거나 동일하게 모두

0으로 처리된다.

산업재해 발생 현상을 변수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산업재해자나 재

해율을 로그 전환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 경

우 전자의 경우 산재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재

해자수와 재해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

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 그리고 이항회귀분석 등을

비교한 결과에서 보면 일반 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결

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인자로 분석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Shin, 2007).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의 가장 큰 차

이는 종속변수의 특성이 하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이

며, 다른 하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라는 점이다. 따라

서 0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포에서 산업재해 발생 건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일반 회귀

분석 모형의 전제 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로지

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도 종속변수를 산

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이원화

하여 분석하였으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비율이

매우 적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도 한계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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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포아송 회귀분석의 경우에

는 이상의 문제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적용한 것이지만,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분포가 포아송 분포에 일치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험적인 분석을 통해 분석 모형의 중요

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

약하면, 산업재해 발생 수준과 규제순응도 간의 관계에

서는 산업재해 발생 수준에 대한 척도 특성에 따라 분

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재 발생 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 규제순응도

를 독립변수로 하여 일반화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

분석을 하였을 때 순응도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산재 발생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순응도 변수(순응도

범주 2)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산업재해율을 종속변수로 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

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순응도 변수 중에

서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2번의 경우에는 계수의 방향이 양의 값을 보여 순응도

가 높을수록 산업재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

후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율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변환한 값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

서는 순응도 1번과 3번 그리고 4번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계수의 영향 방향은 음의 값을 보여 순응도

가 높을수록 산업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

지막으로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포아

송 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순응도 변수 4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영향의 방향도 모두 음의 값

을 보여 순응도가 높아질수록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순응도와 산업재해율간의 관련성은 산업안전보

건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감독 메카니즘과 동일

하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규범적 근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규범적

근거에 대한 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의 규제 감독이 과연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었으며, 이

러한 논쟁의 결과로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Gray abd Jones, 1990; Quinlan, 1999; Robinson, 2006;

Gray and Jones, 1991; Viscusi, 1986; Scholz and

Gray, 1990; Robinson, 1995; Gray and Scholz, 1991;

Weil, 1996; Gray and Jones; 1990). 이러한 현상은 산

재보상과 관련된 청구건수나 비용 등에서도 관찰된다.

특히 규제 감독만이 아니라 자문활동(consultation

visit)dp 의해서도 산재보상 청구건수와 비용이 감소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ley et al, 2012) 그러나 이

러한 법적 기준에 대한 준수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

문에 산업현장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법적 기준으로 소화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선진국으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general duty) 규정을 정하여 법에 포함하지 못한 요

인들에 대한 조치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산업

재해의 위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많은 요인들

이 존재한다(Arocena and Nunez, 2010)

4. 결 론

본 연구는 산업재해 발생 현상에 대한 규제 순응도

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산업재해 발생

현상에 대한 변수화 방법의 다양성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의 분포는 기존에 알려진 분포 특성 중에서는 포아송

분포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포아송

분포를 고려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포아송 분포를 고려한 통

계분석 방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해야 하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만일 산업재해율이나 산

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현상을 다

르게 변수화 할 경우에는 포아송 분포 특성을 적용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변수화 방법을 적용한 분석결과의 차이

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에서 변수화 방법의 차이는 통

계분석 방법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

발생 건수를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산

업재해 발생건수의 변이를 설명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산업재해율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율의 특성에 맞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산업재해발생 여부와 같이 이원적 변수를

종속변수로 할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발

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원인들을 찾는데 초

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단면조사 자료이기 때문

에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종속변수의

변수화 방법은 분석 대상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

지기도 한다. 단면조사 자료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분석

하는 것은 발견적 연구에서만 가능하고 특정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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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는 연구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들은 동향조사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발견적

연구라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현상에 대한 다양한 변수화 방법을 제시하고 분석방법

의 차이와 결합되어 서로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되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통계분석 방법의 적합성이나 적절

성 및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인과관

계 분석이 가능한 산업재해 발생 자료와 기타 원인 특

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가설 검증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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