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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안전 의식 실태 및 안전 보건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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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safe awarenece, its related health education and the employee's requirements 
in a prime supplier and its subcontractor company, suggesting the proper measure in employee education program.
 Method : The employees of 'S' construction company and its subcontractor are surveyed during the period of April 15 from 
May 15 in 2016. The 324 questionnaires a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the version 21.0 of SPS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calculated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he difference in safe consciousness between prime 
and subcontractor employee group was analyzed using t-test.
 Result : The statistics shows the employees in the prime company tend to observe the safe rules rather than the subcontractor 
employees(p<.005), but the latter are more conscious of safety in working environment than the former(p<.005). In addition, 
the subcontractor company did not provide his employees with the site for the safety-health education.
 Conclusion : The small-sized subcontractor company should identify its employees' requirements and supplement  the lack of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industrial disasters. In details, the hand-on and practice-oriented 
leaning and teaching program development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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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중

요한 문제이다(박윤희 등, 2016; Boden 등, 2001; Clarke, 

2000; Weil, 2001). 특히 산업 재해의 3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건설업으로 국가적인 당면 과

제로 인식되고 있다(조재환, 2009). 

건설산업이 대형화되면서 건설현장의 작업방법이 다

양하고 복잡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건설 공사 중 재

해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양윤선 등, 

2009). 2015년 한 해 동안 건설재해를 당했던 근로자수

는 82,210명 이었고, 그 중 955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

났다(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2015). 상기 재해율 및 사망

자수는 전년대비 재해율은 1.2%, 사망자수는 3.7% (37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원청의 재해율은 감

소하고 있는 반면 협력사는 정체되는 추세로 원청과 협

력사의 재해율 및 사망자수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2014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하였으며, 

사내 하청 고용의 확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나타나고 있

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준호, 2014). 소규모 사업장인 

협력사는 원청회사와 비교 시 임금의 차이, 노동시간의 

차이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에도 차이가 나타났으

며(정성훈, 2010), 이에 소규모 사업장인 협력사에 대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더욱 요구

되고 있다(박준호, 2014).

외국의 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종합적

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정부기관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은 

민간의 산재보험회사가 수행함으로써 정기적인 안전점

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보험율을 협상함으로써 자율적

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

ment)을 도입하여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각각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 사항을 부과하

여 준행토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안전보건기준을 민간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안

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제정한 법령 및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산재 예방조합에서 안전사고 예

방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산업

안전관리공단, 2002). 

우리나라 또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1981년 근로기

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분리하였고, 지속적인 법 개

정 및 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며(이경훈 

등, 2009),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담당하는 정부의 기관을 

구성하여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많은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

른 산업화된 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재해건수와 재해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박계형, 2010; 전경일 등, 2015).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경험

부족, 안전교육 부족, 안전지식 부족 등 안전 의식 관련 

사항들이 건설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 요인 이었으며(강

종철과 장성록, 2004; 이찬종, 2007; 장짐과 안성훈, 

2014), Heinrich (1980)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교

육적 원인이 1차 원인으로 88%, 2차 원인으로는 70%를 

차지한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재해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인간, 기계, 작업, 관리 등의 인적요인과 물적요

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산업안

전보건교육이 효과적 이었으며(이승호 등, 2012), 또한 

기초안전교육 이후 재해율이 45.8%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어(정성훈, 2010),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에 효과

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의 실제작업장에 적용하여 건설 재해

를 줄이기는 부족한 상황이며, 자발적인 교육 참여 유도

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은정 등, 2008). 이

러한 이유는 일괄교육에서 기인하며, 근로자의 특성과 

직무에 대한 고려 없이 대부분 주입식 강의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안전보건공단, 2006; 이백현과 정수일, 2007; 

이승호 등, 2012).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지식이

나 기능전달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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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의식 실태 및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근로자

의 안전보건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

를 높이고 건설재해의 효과적인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원청회사와 협력사와의 안전의식과 안

전보건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여 안전보건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건설업 관련 기업 S사의 원청회사 근로자와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지는 36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으며 내용이 빠진 설문

지는 통계 시 제외하고, 최종 집계된 설문지는 324부였

다. 조사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 까지 한 

달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일

반적 사항 7문항, 안전의식에 관한 사항 11문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11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근로자수, 건설업 경

력, 이직주기, 근무 형태, 재해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2) 안전의식 

안전의식에 관한 사항으로는 서성진(2015)의 연구를 근

거로 하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수준, 안전의식 수준, 안전

수칙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인식, 안전 우선순위, 근무 중 

재해 위협 인지, 산업재해 예방 가능성 및 예방책, 산업재

해 발생원인, 안전보호구 활용, 사전/사후 안점점검 유무 

등 11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3)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에 관한 사항으로는 서성진(2015)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안전교육 필요성, 안전교육 참여, 안전교육

이 안전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안전교육 내용의 충

실성, 효과적인 안전교육방법, 안전교육 내용의 적합성, 

안전교육의 재해예방 정도, 교육 후 안전의식 향상, 안전

교육 실시 장소, 안전교육의 효과적인 교육 주기, 안전교

육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 요인 등 11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4)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안전의식

원청과 협력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수준, 안전의식 수

준, 안전수칙 준수, 근무 중 재해 위협 인지, 안전 우선순

위, 산업재해 예방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5)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전교육 내용의 적합성, 효과적인 안전교육방법, 안전교

육 실시 장소, 효과적인 교육 주기, 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실증분석은 p<.05에서 검증하였다. 일반적 특성, 

안전의식, 안전보건교육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원청과 협력업체에 따른 

안전의식 차이에 따른 분석으로 사업장 안전수준, 안전

의식수준, 안전수칙 준수, 근무 중 재해 위협인지 수준에 

대한 문항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수준, 안전의식 

수준, 안전수칙 준수 항목은 역코딩을 실시하여 5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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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 긍정적인 응답에 놓은 점수를 부정적인 응답에 낮

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범주형 자료에서 비 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로자 수, 건설

업 경력, 이직주기, 근무 형태, 재해경험 등으로 빈도분

석은 표 1과 같다. 성별에 있어 남성이 87.6%(285명), 여

성 12.4%(39명)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

령은 50세 이하가 32.1%(104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로자 수는 30인 미만이 54.3%(176명)로 가장 

높았고, 경력별 분포 현황은 6개월 미만 근무자가 

34.6%(112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로자의 이직주기 

현황은 3년 이상이 38.3%(124명), 6개월 미만이 25.9% 

(84명), 2년 미만이 18.5%(60명)으로 2년 이하의 짧은 주

기로 이직하는 근로자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협력사가 64.2%(208명), 원청 35.8%(116명)에 비

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 경험은 대부분이 

없다가 86.4%(280명)으로 나타났다. 

2. 안전의식

 

대상자의 안전의식을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

과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사업장 안전 수준은 35.8% 

(116명)가 ‘안전한 편이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안전의식 

수준은 ‘높다’가 46.9%(152명)로 나타났다. 안전수칙 준

수는 ‘준수 하는 편이다’ 44.4% (144명)로 잘 지키고 있

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인식에서는 ‘조금 알거나, 모르는 

것’이 30.9%(100명)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선순위에서는 

‘안전이 생산보다 우선’이 62.3% (200명), ‘생산이 안전

보다 우선’이 5%(16명)로 생산보다 안전에 대한 우선순

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 중 재해 위협인지는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 가능성에서는 대부분 ‘산

업 재해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86.3%(276명)로 나타났

다. 산업재해 예방책은 ‘안전 의식 강화’ 30.9%(100명), 

‘기계 장비 점검’ 23.5%(76명), ‘안전시설 확충’ 21%(68

명), ‘안전 교육 강화’ 17.3%(56명), ‘관리 감독자의 관리 

강화’ 7.4%(24명) 순으로 안전의식 강화가 높게 나타났

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은 ‘안전 관리 소홀’이 44.4%(144

명), ‘자신의 과실’ 35.8%(116명), ‘안전시설 미흡’ 

16%(52명), ‘안전 교육 부족’ 2.5%(8명), ‘복장 보호구 불

량’ 1.2%(4명), ‘기계 장비 불량’ 0%(0명) 순으로 안전관

리 소홀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보호구 활용은 ‘활용하는 

편이다’ 29.6%(96명)로 였으며, ‘사전/사후 안전점검’은 

‘보통이다’가 35.8%(116명)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3과 같다. 안전보건교육 필요성과 안전보건

교육의 참여도는 각각 ‘참여하는 편이다’가 49.4%(160

명), 39.5%(128명)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인식변화는 

40.7%(132명)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충실한 편이다’가 46.9%(152명)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실습 및 체험이 

37%(120명), 시청각 교육 25.9% (84명), 재해 사례 발표 

24.7%(80명) 순으로 실습 및 체험교육아 높게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 적합도는 보통이 45.7%(148명), 안전보건

교육이 재해 예방의 도움정도는 ‘조금 도움이 된다’가 

48.1%(156명), 교육 후 안전의식 향상 정도는 ‘향상되는 

편이다’가 53.1%(172명)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 장소는 안전교육장 34.6% (112명), 현장 

사무실 28.4%(92명), 사업장 내 임의 장소 17.3%(56명)로 

안전교육장이 가장 많았으며, 효과적인 교육주기는 월 1

회가 51.9%(1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

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시간이나 횟

수, 강사의 자질보다 작업 내용에 맞는 교육내용이 

74.1% (240명)로 나타났다. 

4.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안전의식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는 원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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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01, 협력사는 2.10±.98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독

립 t-test 실시 결과 t값은 8.06(p<.005)로 나타나 안전수

칙 준수에 평균 차이가 있으며, 원청이 협력사보다 평균

적으로 안전수칙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

무 중 재해 위협 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청은 

2.96±1.30이고, 협력사는 3.09±1.06으로 독립 t-test 결과 t

값은 7.99(p<.005)로 재해위협 인지의 평균 차이가 있으

며 협력사가 원청보다 평균적으로 근무 시 재해 위협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우선 순위 및 산업재해 

예방 가능성은 원청에서 1.17±.379, 협력사에서 1.12± 

.323(p<.007)로 나타났다. 

5.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비교분

석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안전교육의 적합성은 원청과 

협력사에서 모두 ‘보통이다’가 52%(60명), 42%(88명)로 

나타나, 교육의 적합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원청은 실습 

및 체험 51.7%(60명), 시청각 교육 27.6%(32명), 재해 사

례 발표 10.3% (12명)로 나타났고, 협력사에서는 재해 사

례 발표 32.7%(68명), 실습 및 체험 28.8% (60명), 시청각 

교육 25%(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이 실시

되고 있는 장소는 원청은 안전교육장 58.6%(68명), 현장 

사무실 24.1%(28명)로 나타났고, 협력사는 현장 사무실 

30.8%(64명), 사업장 내 임의 장소 25%(52명)로 나타나, 

안전보건교육이 실시자의 편의에 따라 시행되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교육주기와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주요 요인은 원청과 협력사에서 각각 월 

1회가 44.8%(52명), 55.8%(116명)로 나타났고, 작업내용

에 맞는 교육이 79.3%(92명), 71.2%(148명)로 나타났다.

 

특성 구분 N(%)

성별
남성

여성

285(87.6)
39(12.4)

연령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51세 이상

88(27.2)
56(17.3)
104(32.1)
76(23.5)

근로자 수 

30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100인 이상

176(54.3)
24(7.4)
36(11.1)
88(27.2)

근무 경력

6개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112(34.6)
56(17.3)
48(14.8)
24(7.4)
84(25.9)

이직주기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84(25.9)
28(8.6)
60(18.5)
28(8.6)

124(38.3)

근무 형태
원청

협력사

116(35.8)
208(64.2)

재해 경험
있다

없다

44(13.6)
280(86.4)

Table 1. General statistics (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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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사업장의 안전 수준

매우 안전하다

안전한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108(33.3)
116(35.8)
80(24.7)
20(6.2)

0(0)

안전 의식 수준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56(17.3)
152(46.9)
112(34.6)

4(1.2)
0(0)

안전수칙 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25.9)
144(44.4)

68(21)
28(8.6)

0(0)

산업안전보건법 인식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24(7.4)
100(30.9)
68(21.0)
100(30.9)
32(9.9)

안전 우선순위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

안전과 생산은 동일

안전이 생산보다 우선

16(5.0)
104(32.4)
200(62.3)

근무 중 재해 위협 인지

매우 많이 느낌

어느 정도 느낌

보통

별로 느끼지 못함

전혀 느끼지 못함

22(7.4)
44(13.6)
72(22.2)
92(28.4)
92(28.4)

산업 재해 예방 가능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76(86.3)
44(13.8)

산업재해 예방책

안전시설 확충

관리 감독자의 관리 강화

기계 장비 점검

안전교육 강화

안전 의식 강화

68(21.0)
24(7.4)
76(23.5)
56(17.3)
100(30.9)

산업재해 발생원인

안전시설 미흡

자신의 과실

안전 관리 소홀

기계 장비 불량

안전교육 부족

복장 보호구 불량

52(16)
116(35.8)
144(44.4)

0(0)
8(2.5)
4(1.2)

Table 2. Safety awarenece (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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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안전 보호구 활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25.9)
96(29.6)
84(25.9)
44(13.6)
16(4.9)

사전/사후 안전점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8(21)
104(32.1)
116(35.8)
28(8.6)
8(2.5)

Table 2. Safety awarenece (Cont.) (N=324)

특성 구분 N(%)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0(30.9)
160(49.4)
48(14.8)
12(3.7)
4(1.2)

안전보건교육 참여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22.2)
128(39.5)
100(30.9)
24(7.4)

0(0)

안전보건교육의 인식 변화

많은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132(40.7)
124(38.3)
56(17.3)
12(3.7)

0(0)

안전보건교육 내용 충실도

매우 충실한 편이다

충실한 편이다

보통이다

불충실하다

매우 불충실하다

48(14.8)
152(46.9)
112(34.6)

8(2.5)
4(1.2)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강의식

토론식

재해 사례 발표

시청각 교육

실습 및 체험

유인물과 교재 배포

온라인/ 메일 교육

12(3.7)
12(3.7)
80(24.7)
84(25.9)
120(37.0)

8(2.5)
8(2.5)

Table 3. Safety and health education (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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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안전보건교육 적합도

매우 적합하다

조금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

84(25.9)
84(25.9)
148(45.7)

8(2.5)
0(0)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 도움 정도

많은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96(29.6)
156(48.1)
72(22.2)

0(0)
0(0)

교육 후 안전의식 향상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8(21.0)
172(53.1)
68(21.0)
16(4.9)

0(0)

안전교육장

안전교육장

현장 사무실

사업장 내 임의 장소

휴게실

기타장소

112(34.6)
92(28.4)
56(17.3)
8(2.5)

56(17.3)

효과적 교육 주기

매일

주 1회
주 2회
월 1회
기타

12(3.7)
72(22.2)
20(6.2)

168(51.9)
52(16.0)

안전보건교육 중요 인자 

작업 내용에 맞는 교육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횟수

강사의 자질

교육 환경

240(74.1)
48(14.8)
8(2.5)
4(1.2)
4(1.2)
20(6.2)

Table 3.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nt.) (N=324)

구분

근무 형태

t/F p원청 협력사

M±SD M±SD
사업장 안전준수 2.21±.763 1.94±.971 2.86 .092
안전의식 수준 2.21±.716 2.19±.737 .007 .093
안전수칙 준수 2.17±.701 2.10±.988 8.06 .005
재해위협 인지 2.96±1.30 3.09±1.06 7.99 .005
안전우선 순위 2.48±.625 2.63±.560 6.27 .013

산업재해 예방 가능성 1.17±.379 1.12±.323 7.29 .007

Table 4. Safety awarenece according to the working condition of prime and subcontract (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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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구분

근무 형태

원청 협력사

N(%) N(%)

안전보건교육의 적합성

매우 적합하다

조금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

32(28)
24(21)
60(52)
0(0)
0(0)

52(25)
60(29)
88(42)
8(4)
0(0)

효과적 안전보건교육 방법

강의식

토의식

재해 사례 발표

시청각 교육

실습 및 체험

유인물과 교재 배포

온라인/ 메일 교육

8(6.9)
4(3.4)

12(10.3)
32(27.6)
60(51.7)

0(0)
0(0)

4(1.9)
8(3.8)

68(32.7)
52(25.0)
60(28.8)
8(3.8)
8(3.8)

안전보건교육 실시 장소

안전 교육장

현장 사무실

사업장 내 임의 장소

휴게실

임의장소

68(58.6)
28(24.1)
3(3.4)
8(6.9)
8(6.9)

44(21.2)
64(30.8)
52(25.0)

0(0)
48(23.1)

효과적인 교육 주기

매일

주 1회
주 2회
월 1회
기타

12(10.3)
44(37.9)
4(3.4)

52(44.8)
4(3.4)

0(0)
28(13.5)
16(7.7)

116(55.8)
48(23.1)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주요 요인

작업 내용에 맞는 교육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 횟수

강사의 자질

교육 환경

92(79.3)
16(13.8)
4(3.4)
0(0)
0(0)

4(3.4)

148(71.2)
32(15.4)
4(1.9)
4(1.9)
4(1.9)
16(7.7)

Table 5. Disaster prevention activity according to the working condition (N=324)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원청과 협력사와의 안전의식과 안전보건교

육에 대해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산업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시도하였다. 

건설 근로자의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의식을 살펴 본 

결과 안전의식 수준은 ‘높다’라고 한 응답자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준수

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4.4%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

재해 예방 유무에 대해서도 86.3%가 ‘예방 가능하다’라

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이종열과 신기령(2012)의 연구결

과에서와 같이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받아들인 결과로 

안전의식이 산업 현장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 진다. 그러나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안전의식을 

살펴보면 안전수칙 준수에서 원청이 협력사보다 평균적

으로 안전수칙을 더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005), 근무 중 재해 위협 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협력사가 원청보다 평균적으로 근무 중 재해 위협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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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서성진(2009)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로 협력사의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

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해 위험 노출 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

건법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 혹은 ‘모른다’가 

61.8%로 나타나 이경훈 등(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영

세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및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원청과 협력사에 따른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살

펴 본 결과 원청과 협력사 모두 안전교보건육의 필요성

에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49.4%

로 높게 나타났고, 안전교육이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

가 4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원일 등(2013)의 연구

에서와 같은 결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안전보건

교육의 적합성은 원청이 52%, 협력사 42%에서 ‘보통이

다’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신기남 등(2015)의 연구 결과

에서와 같이 효과적이고 적합한 안전교육에 관련된 내용

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서는 원청에서는 실

습 및 체험이 51.7%로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사에서는 

재해 사례 발표가 32.7%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김철식과 송철기(2003)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

였으며, 이론적 교육이나 시청각 교육보다 체험위주의 

교육과 실무중심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원청과 협력사 모두 작업 내용에 맞는 교

육내용이 74.1%로 높게 나타나 서성진(201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며 근로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근무형태에 따라 안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장소를 

알아 본 결과 원청은 안전교육장이 58.6%로 높게 나타

났으나 협력사는 현장 사무실 30.8%, 사업장 내 임의 장

소 25%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장소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이승호 등(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이 산업장 내에 안

전보건교육장이 조성 되지 않아, 임시방편식 교육이 진

행되어지며, 실시자의 편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교육

적 효과가 미흡함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안전의식 수준 및 안전교육에 대

한 부분은 원청과 협력사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안전의식 및 안전보건교육의 하위 범주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협력사가 원청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협력사는 안전수칙을 원청보다 덜 준수하고 

있으며, 근무 중 재해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고,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긴 하였으나 현장 사무실 

및 사업장 내 임의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정확

한 특성 파악 및 안전보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필

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안전보건교육이 지

정된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적합성 여부에서 보통이라는 응

답이 가장 높았던 것을 감안하여 현장과 맞지 않는 임시

방편의 교육이 형식적인 참여로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하

기 위해 다양한 실습 및 체험 위주의 교육 방법, 교육과

정 개발이 필요하며, 안전보건교육 주요인자로 원청과 

협력사 모두 작업 내용에 맞는 교육이라는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비용 및 후속처치에 대한 

소극적 인식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함께 이루어 져

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건설현장으로 일반화시키

기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개발

을 통해 교육의 비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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