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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measure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 and secure adaptation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policies by empirically establishing the effects of stress from adaptation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on the human error, one of 
direct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 to the target groups of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policies. This study as for content range 
examines the stress from adaptation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job satisfaction, human error, and as for spatial range,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workers of 24 companies located within Chungcheong region centers district among 153 
companies nationwide that uses 7 chemicals by introducing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as of January 2012. Based on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there are five(5) necessities to reduc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adaptation stress and human error generation, first(1st) is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influential factors to stress, second(2nd) is the 
necessity to customized vocational training, third(3rd) is improving enhance system of job satisfaction, forth(4th) is preparing 
stress-reduction program, and fifth(5th) is introducing on-site restrictive action of advanced country as politics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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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산업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 국가경쟁력 확보

를 위한 각종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산

업안전보건법은 사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높아진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근로자의 요

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2). 
그리고 현실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의 관

리책임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사

회적 책임이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소홀이 사회 전체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위험성이 수반된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

집단은 기업 자체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3). 
본 연구는 산업안전규제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을 대

상으로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 인적오류6), 직무

만족도간의 연관성을 실증적 규명함으로써 산업재해5) 
감소와 산업안전규제 정책의 순응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산업안전규제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의 산

업안전규제의 순응을 위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직무만족도7)와 인적오류와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

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1월말 기

준1),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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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한 충청권센터 관내의 24개 사업장의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의 프로그

램을 이용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4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

위 및 방법을 기술한다. 
제2장은 연구의 설계부분으로 연구모형, 표본선정 

및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3장은 실증분석 부분으로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

도 분석,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에 대해 논

의를 한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 부분으로 결론과 제언

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연구의 설계

2.1. 연구모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산업안전규제 순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적오류, 직무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를 위하여 3가지 가설을 설정하

였다. 독립변수로는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를, 조
절변수로는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는 인적오류로 

정하였다. 
가설 1,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

와 부(-)의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2, 직무만족도는 인적오류 발생에 부(-)의 영향

을 주는 관계에 있을 것이다. 하위가설로 기능오류, 규
칙오류, 지식오류, 행동오류 발생에 부(-)의 영향을 주

는 관계일 것이다.
가설 3,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는 인적오류 발

생에 정(+)의 영향을 주는 관계일 것이다. 하위가설로 

기능오류, 규칙오류, 지식오류, 행동오류 발생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일 것이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2) 표본추출방법

2012년 1월 기준, 화학물질 사용업종을 관리하기 위

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는 수도권, 동
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에 각 1개씩 총 5개가 위

치해 있다. 따라서 센터의 수를 고려하여 층화표본추

출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센터규모별 화학물질 사용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비

Fig. 1. Study model

례할당표본추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

의 5개 센터를 처음 층화단계로서의 층으로 구분한 뒤 

하나의 센터를 표본추출툴(tool)로 사용한다(수도권, 동
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중에서 충청권). 

둘째, 5개의 층에서 연구자가 지정한 하나의 층으로

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화학물질 사용업종을 두 번째 

층으로서 표본추출툴로 사용한다. 셋째, 두 번째 표본

추출툴로 사용된 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샘플을 비례 할당하여 추출한다. 
본 방법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최

소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전에 조사공문이나 업종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

가 있어야 하나, 최고 경영층의 협조만 얻는다면 설문

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Table 1. Summary of study

Division Description 

Purpose of stud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compliance stress, 
human errors and job stress 

Contents of study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compliance stress, job stress and human error

Study tools Structured questionnaire

Subjects of survey Employees of 5 establishments using chemicals in 
Chungcheong 

Valid samples 313persons (of 320 persons), 
Recovery rate (318/320, 99.4%)

Survey method Self-reported assessment 

Sampling Multi-stratified random sampling

Sampling error 95% confidence level ±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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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

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 α값
을 산출하였다.

셋째,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가 인적오류, 직무만족도

와 인적오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실증 분석 결과

3.1.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2는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성
별로는 남성이 9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Gender
M 291 93.0
F  22 7.0

Age

20s  52 16.6
30s  84 26.8
40s 113 36.1

50s or older  64 20.4

Education 

High school 142 45.4
2-year college  97 31.0
4-year college  72 23.0

Graduate school or above  2 0.6

Title 

Staff 210 67.1
Deputy Manager  50 16.0

Manager(Team Manager)  37 11.8
Deputy g. manager  10 3.2

G. manager or above 6 1.9

Service years 

3 year or less  81 25.9
3～5 years  50 16.0

5～10 years  34 10.9
10～15 years  42 13.4

15 years or more 106 33.9

Occupational 
category 

Technical posts(Foreman)  42 13.4
Technical posts(Board-man)  27 8.6
Technical posts(Field-man) 116 37.1

Office workers  76 24.3
Researchers   2 0.6

Administrators  50 16.0

Monthly 
income 

₩1.5 mil or less   6 1.9
₩1.5～2mil  60 19.2
₩2～3mil 117 37.4
₩3～4mil  84 26.8
₩4～5mil  31 9.9

₩5mil or above  15 4.8
Total 313 100.0

별로는 40대가 36.1%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5.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대학원 

이상이 0.6%로 가장 적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이 

67.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근무경력별로는 15
년 이상이 33.9%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는 기능직중 

필드맨이 37.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이 37.4%로 가장 많았다.

3.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이용

하였으며,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값 중 0.50 이상의 것

을 사용하고,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를 높이기 위

해 베리맥스(ve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1)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 요인분석

Table 3은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표이다. 총 29개의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5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 중 요인 1(문항 11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은 안전환경 스트레스로, 
요인 2(문항 6번, 7번, 8번, 10번, 12번, 13번, 15번)는 

규제준수 스트레스로, 요인 3(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 18번)은 규제인지 스트레스로, 요인 4(문항 

14번, 16번, 17번, 19번)는 작업시설 및 환경 스트레스

로, 요인 5(문항 20번, 21번, 22번, 23번)는 직무요인 스

트레스로 명명하였다. 변량기여율은 요인 1이 15.2%, 
요인 2는 14.7%, 요인 3은 14.6%, 요인 4는 10.0%, 요
인 5는 10.0%이었다.

(2) 인적오류 요인분석

Table 4는 인적오류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표이다.
위의 표와 같이 총 20개의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연

구자가 제시한 4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 중 요인 1
(문항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규칙오류로, 요인 2
(문항 12번, 13번, 14번, 15번, 19번)는 지식오류로, 요
인 3(문항 11번, 16번, 17번, 18번, 20번)은 행동오류로, 
요인 4(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는 기능오류로 명

명하였다. 변량기여율은 요인 1이 23.1%, 요인 2는 

22.1%, 요인 3은 18.5%, 요인 4는 18.8%이었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신뢰도 검증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문항들의 일치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신뢰도 분석 절차는 내적 일치도 방법에 

의한 Cronbach α값을 이용하여 각 문항간의 일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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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Safe 

environment 
Regulations 
compliance 

Regulations 
awareness 

Facilities and 
environment Job factor 

27 The level of industrial regulations compliance by our company is satisfactory enough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0.824 0.042 -0.057 0.144 0.054

25 The priority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s high in our company. 0.813 0.061 0.195 0.139 -0.068
28 The employees of our company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rograms. 0.801 0.114 -0.066 0.096 0.214
29 Our company provides the opportunities for employees to tak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course. 0.763 0.014 -0.008 -0.060 0.375

26 Our company tends to carefully consider the suggestions of employees for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0.738 0.324 0.060 -0.062 -0.028

11 The contents of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education are adequate.  0.632 0.086 0.185 0.076 -0.079
24 Workers ten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owing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0.538 0.438 0.262 -0.004 -0.109
13 Wearing safety gears during the work is cumbersome and embossing.  0.078 0.756 -0.119 0.269 0.249
6 Boss nags about the industrial safety. 0.362 0.692 0.229 -0.132 0.345
7 Complying with industrial safety rules during the work is cumbersome and inconvenient.  0.243 0.681 0.171 0.017 0.188
10 On-site industrial safety education is so formal and time-wasting.  -0.054 0.679 0.437 0.321 0.038
8 Focusing much o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results in the inefficiency.  0.161 0.634 0.127 0.335 0.106
12 Our company compels workers to comply with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which makes workers feel tired. 0.051 0.607 0.124 -0.062 0.514
15 No need to rush the investment on safety facilities and equipment.  0.112 0.534 0.414 0.185 0.028
4 I am well aware of the various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in conjunction with my work.  -0.027 0.032 0.887 0.074 0.158
3 I am well aware of company’s safety regulations needed for performing my work. 0.066 0.167 0.826 0.102 0.256
2 I am well aware of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0.135 0.003 0.811 0.019 0.135
9 Industrial safety is common sense. Thus I don’t think I need any training.  0.321 0.463 0.572 -0.037 0.239
5 The contents of the current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are adequate. 0.094 0.176 0.565 0.421 0.191
1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are critical to handling my work. 0.015 0.212 0.537 -0.020 -0.163
18 Safe signs or stickers are not installed on dangerous facilities and places. 0.279 0.236 0.510 0.387 0.311
16 Tools ane equipment are well arranged in work sites. 0.029 0.061 -0.108 -0.705 -0.208
17 Sometimes, I cannot stay focused on my work owing to dust or noise. 0.018 0.082 0.015 0.695 0.129
14 I, often, think the arrangement of facilities and working environment are so poor.  0.192 0.410 0.035 0.642 -0.041

19 Our company does not immediately take actions against the risk of an accident owing to the ageing of 
working environment and facilities. 0.090 0.361 0.393 0.531 0.231

23 Workload is not even distributed between workers due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0.050 0.156 0.186 0.332 0.777
21 I sometime feel time constraint due to excessive workload resulted from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0.056 0.286 0.224 0.190 0.754
22 Communication in conjunction with work is inadequate owing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0.147 0.311 0.251 0.376 0.555
20 Scope of work and responsibilities are not well defined owing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0.266 0.157 0.011 0.503 0.511

Eigen value 4.395 4.266 4.231 2.905 2.888
Contribution ratio of variance 15.154 14.711 14.590 10.018 9.960
Cumulative contribution ratio 15.154 29.865 44.455 54.473 64.433

Table 4. Human error factor analysis 

Factor 
Question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Safe 

environment 
Regulat-ations 

compliance 
Regulat-ions 
awareness 

Working facilities and 
environment 

6 I made mistakes because I applied wrong rules. 0.836 0.304 0.193 0.312
10 I made mistakes because I did not check the results of my work.  0.776 0.149 0.477 0.215
9 I made mistakes of forgetting work order. 0.765 0.357 0.262 0.039
7 I made mistakes because I did not check the work flow. 0.736 0.237 0.259 0.452
8 I made mistakes because I confused the work process. 0.663 0.398 0.211 0.427
12 I made mistakes because I lacked professional knowledge. 0.207 0.814 0.316 0.257
13 I made mistakes because I was not updated with the latest information. 0.174 0.806 0.221 0.241
15 I made mistakes because of my unnecessary behaviors. 0.433 0.791 0.109 0.014
14 I made because I was not familiar with the situation. 0.295 0.758 0.143 0.324
19 I changed the work order during the work. 0.157 0.706 0.476 0.262
18 I completed my work quicker or slower than usual. 0.395 0.206 0.789 0.270
20 I performed unnecessary behaviors during the work.  0.196 0.459 0.723 0.232
17 I did not perform my work accurately even though I performed the operation needed for my work. 0.321 0.323 0.705 0.440
16 I omitted the operations or behaviors needed for the work.  0.296 0.284 0.701 0.394
11 I made mistakes because I was not aware of the changes in the work. 0.485 0.140 0.545 0.385
2 I mishandled my work. 0.323 0.179 0.284 0.737
1 I carelessly handled my work. 0.061 0.143 0.301 0.720
3 I made a tongueslip during the work process. 0.344 0.363 0.220 0.673
4 I made a mistake during th ework because of my habit.  0.500 0.400 0.295 0.636
5 I made a mistake of mis-recording the contents of work.  0.530 0.379 0.333 0.562

Eigen value 4.616 4.412 3.702 3.689
Contribution ratio of variance 23.079 22.058 18.508 18.447
Cumulative contribution ratio 23.079 45.137 63.645 82.092

Table 3. Industrial safety regulatory compliance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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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Regulations 
awareness

Regulations 
compliance 

Working facilities 
and Environment Job factor Safe environment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compliance stress 

Job satisfaction -0.460***
(0.000)

-0.472***
(0.000)

-0.357***
(0.000)

-0.428***
(0.000)

-0.503***
(0.000)

-0.611***
(0.000)

*** p<.001

Table 7. A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human error 

Classification Function error Rule error Knowledge of error Behavior error Human error

Job satisfaction -0.299***
(0.000)

-0.296***
(0.000)

-0.322***
(0.000)

-0.365***
(0.000)

-0.341***
(0.000)

*** p<.001

Table 6. A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compliance and job satisfaction 

Table 5. Verification of confidence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 Alpha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compliance stress 

Regulations awareness 7 0.81

Regulations compliance 7 0.86

Working facilities and 
environment 4 0.68

Job factors 4 0.80

Safe environment 7 0.86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compliance stress 29 0.91

Job Satisfaction 16 0.95

Humans error 

Function 5 0.92

Rule 5 0.93

Knowledge 5 0.92

Behavior 5 0.92

Person 20 0.97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측정

도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 α값이 산업안

전규제 순응 스트레스 0.91, 직무만족도 0.95, 인적오류 

0.97로,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Nunnally4)에 의

하면, 일반적으로 Cronbach α값이 0.5-0.6이상이면 신뢰

도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본 연구 역시 신뢰도가 확

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변수간의 상관관계

(1) 산업안전규제 순응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부(-)
의 영향을 주는 관계일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제인지 스트레스

(r=-.460, p<.001)와 규제준수 스트레스(r=-.472, p<.001), 

작업시설 및 환경 스트레스(r=-.357, p<.001), 직무요인 

스트레스(r=-.428, p<.001), 안전환경 스트레스(r=-.503, 
p<.001), 그리고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r=-.611, 
p<.001)는 직무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직무만족도와 인적오류와의 관계

직무만족도는 인적오류 발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관계일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위와 같이 직무만족도는 기능오류(r=-.299, p<.001)와 

규칙오류(r=-.296, p<.001), 지식오류(r=-.322, p<.001), 
행동오류(r=-.365, p<.001), 그리고 인적오류(r=-.34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와 인적오류와의 관계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는 인적오류 발생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일 것이다라는 가설 3을 검증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규제인지 스트레스는 기능오류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칙오류(r=.136, 
p<.05) 및 지식오류(r=.117, p<.05), 행동오류(r=.159, 
p<.01), 그리고 인적오류(r=.136,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규제준수 스트레스는 기능오류(r=.287, p<.001) 및 규

칙오류(r=.258, p<.001), 지식오류(r=.236, p<.001), 행동

오류(r=.316, p<.001), 그리고 인적오류(r=.292, p<.001)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작업시설 및 환경 스트레스는 기능오류(r=.338, 
p<.001) 및 규칙오류(r=.260, p<.001), 지식오류(r=.216, 
p<.001), 행동오류(r=.283, p<.001), 그리고 인적오류



박 용 훈․백 종 배

Journal of the KOSOS, Vol. 29, No. 3, 201496

Classification Function error Rule error Knowledge of error Behavior error Human error

Regulations awareness 0.099
(0.081)

0.136*
(0.016)

0.117*
(0.038)

0.159**
(0.005)

0.136*
(0.016)

Regulations compliance 0.287***
(0.000)

0.258***
(0.000)

0.236***
(0.000)

0.316***
(0.000)

0.292***
(0.000)

Working facilities and environment 0.338***
(0.000)

0.260***
(0.000)

0.216***
(0.000)

0.283***
(0.000)

0.293***
(0.000)

Job factors 0.361***
(0.000)

0.369***
(0.000)

0.377***
(0.000)

0.407***
(0.000)

0.403***
(0.000)

Safe environment 0.218***
(0.000)

0.214***
(0.000)

0.165**
(0.003)

0.200***
(0.000)

0.213***
(0.000)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compliance stress 0.326***
(0.000)

0.317***
(0.000)

0.282***
(0.000)

0.351***
(0.000)

0.34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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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compliance stress and human errors 

(r=.293,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직무요인 스트레스는 기능오류(r=.361, p<.001) 및 규

칙오류(r=.369, p<.001), 지식오류(r=.377, p<.001), 행동

오류(r=.407, p<.001), 그리고 인적오류(r=.403, p<.001)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안전환경 스트레스는 기능오류(r=.218, p<.001) 및 규

칙오류(r=.214, p<.001), 지식오류(r=.165, p<.01), 행동오

류(r=.200, p<.001), 그리고 인적오류(r=.213, p<.001)와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는 기능오

류(r=.326, p<.001) 및 규칙오류(r=.317, p<.001), 지식오

류(r=.282, p<.001), 행동오류(r=.351, p<.001), 그리고 인

적오류(r=.340,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규제인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규칙오

류와 지식오류, 행동오류, 그리고 인적오류가 높으며, 
규제준수 스트레스와 작업시설 및 환경 스트레스, 직
무요인 스트레스, 안전환경 스트레스, 그리고 산업안전

규제 순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기능오류와 규칙오류, 
지식오류, 행동오류, 그리고 인적오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4.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규제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

의 산업안전규제로 인한 스트레스, 휴먼에러, 직무만족

도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안전규제 정책의 순응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도입한 충청권센터 관내의 사업장을 층화표본추출방

법을 이용하여 2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근로자 

313명의 응답자료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도에는 규제인지 스트레스와 규제준

수 스트레스, 직무요인 스트레스, 그리고 안전환경 스

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은 규제인지 스트레스와 규제준

수 스트레스, 직무요인 스트레스, 그리고 안전환경 스

트레스의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도는 기능오류, 규칙오류, 지식오류, 

그리고 행동오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

을 미쳤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은 직무만족도가 높을

수록 기능오류, 규칙오류, 지식오류, 그리고 행동오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제인지 스트레스는 규칙오류와 지식오류, 

행동오류와 인적오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규제준수 스트레스와 작업시설 및 환

경 스트레스, 직무요인 스트레스, 안전환경 스트레스와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는 기능오류, 규칙오류, 지
식오류, 행동오류, 인적오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은 규제인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규칙오류와 지식오류, 행동오류, 
그리고 인적오류가 높으며, 규제준수 스트레스와 작업

시설 및 환경 스트레스, 직무요인 스트레스, 안전환경 

스트레스, 그리고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기능오류와 규칙오류, 지식오류, 행동오류, 그리

고 인적오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 조직구성원들은 산업안전

규제 순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적오류 발생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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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적오류 발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4.2. 제언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는 조직구성원들의 인적오

류를 감소하는 데 있어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 

감소와 직무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실무적으로 조직구

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와 인적오류 발생

의 감소를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적인 환경 요인과 

산업안전규제 순응 스트레스,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조직구성원들의 산업안전

규제 순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와 같은 정서적 특

성은 인적오류 감소에 도움을 주며, 본 연구에서는 직

무만족도가 인적오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동기부여적 차원에서 자신의 직

무에 대한 만족도로 조직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에 기여

하게 되므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법규는 정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현장의 다양성으로 인해 법규를 일괄 적

용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의 원활한 적

용을 위해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서 반영하고 있는 

현장 제재조치 등의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산업현장에 있어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

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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