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UK Health & Safety Executive의 Summary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건설 산업에서 안전사고에 의한 

100,000명당 치명적 부상비율은 1981년부터 2018년까

지 매년 소폭 감소는 하였으나 전체 산업 대비 여전히 

3배 이상 높으며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직업 

분류통계에서 2003년부터 2016년 까지 건설업의 위험

성이 제조업 대비 2배, 석유/가스 추출 산업의 6배 이

상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2). 건설 산업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와 기술 및 관리의 개선, 

혁신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

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3). 전체 산업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

한 번의 안전사고는 추가생산비용, 추가인력투입비

용, 의료비용, 소송비용, 세금손실, 간병비용 등 해당 

프로젝트, 넓게는 회사와 국가에 경제적 손실4)과 회사

와 건설 산업의 이미지 실추, 미래 입찰 시 불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안전경영은 

필수 관리요소가 되었다5). 

이에 기술혁신, 프로세스혁신, 인과분석, 심리학, 사

람과 문화, 인간공학 등 다른 분야의 학문과 연구기법

을 연계 적용하여 건설 산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6). 그 중에서도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7)과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넓은 범위에서의 조직측면에서 문제를 찾아내

는 것이 중요하다8). 또한 안전문화/분위기와 안전성과

의 긍정적인 관계9,10,11)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

면서 과거의 기술과 개인의 요인분석 중심에서 조직과 

문화측면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전히 예방 가능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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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8% 이상은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이 원인12)이라는 

Heinrich 이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실수, 지식의 얕음, 게으른 태도, 건망증 등의 

원인으로 개인의 오류8)와 개인의 책임만을 중요시한

다. 이렇듯 기술적인 측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개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을13)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분석 연구 

방법들은 요인을 찾기 위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분석, 

사례조사, 상관성 등의 단선적 연구 위주14)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독립변수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의 단일성, 독립변수 들은 서로 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변수독립성, 상대적으로 종속변수만

을 중요시 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가정하는 단선적 연

구는 한계가 있다15).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 또는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이 점차 강화되어 상호 의존성과 연

관성이 커짐에 따라 순환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인과관계는 쌍방향으로 흐르며 독립변수는 상호 

의존적이고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문제 요인을 찾

는 것 외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고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병원, 원자력, 석유화학, 철도 등의 

산업에서는 안전사고를 순환적 연구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환경에서 순환적 관점의 

연구방법론인 시스템다이내믹스 영역의 인과지도 분

석방법론15)을 활용하여 안전문화 관점에서 건설 산업

에서의 안전사고 원인관계를 찾아내어 현장운영, 안전

경영, 안전제도, 안전혁신활동 등의 수행 시 기초근거

가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시스템다이내믹스

2.1.1 개념

시스템다이내믹스는 1963년 Forrester16)의 산업동태

론에서 출발하였으며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문적 연구와 도시문제, 국방문

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해결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 왔다17). Fig. 1은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방법론적 

위상을 보여준다. 하부의 단선(Single Line) 보다는 상

부의 순환관계(Causal Cycle), 좌측의 정적(Static) 보다

는 우측의 동적(Dynamic)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

Fig. 1. Scope and characteristic of system dynamics.

스템다이내믹스의 범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의 인과

지도(CLD), 저량/유량도(SFD)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

용한 시뮬레이션의 영역을 포함한다15).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또한 관찰에 의한 객관적 현상

을 입증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현상을 피드백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조

(Structure)와 파라미터(Parameter)의 관계에서 구조에 집

중한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 구조파악과 해결점을 찾

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으며18) 이는 특정프로세스와 선

행연구에 의한 연구인 구조적타당성과 통계 등의 기법

들에 의한 행태적 타당성 연구 중 구조적 타상성에 해

당한다. 주요변수 도출 및 인과지도 작성을 위해 전문

가브레인스토밍 및 선행연구 실시를 통해 많은 연구들

이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19,20).

2.1.2 특징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 CLD)는 아래와 같

은 주요 특징이 있다.15,17,19,21,22,23)

∙인과지도 작성은 전체 또는 추상적인 관점이 아닌 

경계조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연구모형 

설계단계에서 선정해야 한다.

∙해당분야의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해당변수 선정

과 변수 간 필요조건을 연결하여 인과지도를 작성

하는 것 자체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직관적이고 쉽게 해

석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 모델까지 구축하지 않

고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변수와 변수를 화살표로 연결하고 출발하는 변수

가 원인, 도착하는 변수가 결과가 된다.

∙원인과 결과관계(Causal Relation)를 도식화 할 수 

있으며 양(+)과 음(-)의 극성을 갖는다. Table 1과 

같이 +의 경우 X, Y의 동반 상승/하강,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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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의 반대의 관계를 갖는다.

∙원인과 결과관계는 피드백루프(Feedback Loop)를 

형성하며 피드백루프 또한 양(+)과 음(-)의 관계를 

갖는다. 피드백루프 ⟲기호 안에 R 또는 +기호가 

있을 시 강화루프(Positive/Reinforcing Loop)이며 ⟲
기호 안에 B 또는 -기호가 있을 경우 균형루프

(Negative/Balancing Loop)라고 한다. 피드백 루트를 

구성하는 원인과 결과관계의 -부호가 홀수 개일 경

우 균형, 짝수 개일 경우 강화루프로 구분 한다.

Table 1. Causal relation definition &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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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지도의 화살표는 가중치가 표현되지 않으며 

양과 음의 관계가 중요하다.

∙Loop Analysis를 통하여 영향력이 높은 변수의 분

석이 가능하다.

Fig. 2. Causal loop diagram example.

Fig. 2는 CLD의 하나의 예시이다. 1개의 강화루프와 

1개의 균형루프가 존재하며 “출생율과 인구관계는 강

화루프가 되고 사망률이 균형루프를 이룬다면 인구는 

성장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17).

2.2 안전문화

1986년 체르노빌 폭발 사고로 인해 안전문화라는 용

어가 탄생하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양한 

정의와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24). 안

전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의 부정적 영

향, 즉 부정적 상태를 구분해야 하는데 안전문화 상태

를 구분 짓는 연구는 드물다. Patankar는 Fig. 3과 같이 

안전문화를 진단하는 기준25)을 제시하였다. 2가지 카

테고리의 책임성과 학습성을 기준으로 책임성에는 삼

각형 중심을 기준으로 부정적 상태의 비밀주의 문화와 

Fig. 3. Positive and negative state of safety culture.

비난주의 문화, 긍정적 상태는 보고문화와 공정문화로 

구분한다. 학습성도 삼각형 중심을 기준으로 부정적 

상태의 학습실패와 단절적 학습, 긍정적 상태의 지속

적 학습과 변혁적 학습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책임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비밀주의는 잠

재적인 문제를 알고도 숨기는 행위를 말하며 조직의 

피해를 우려해 발생한다. 비난문화는 사고 발생 시 책

임을 묻고 비난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직과 개인 간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보고문화는 위험을 

인지하면 보고하여 실제 조사로까지 이어져 동일한 사

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문화는 개인의 실수를 보고

하면 격려해주고 위험성을 보고하면 보상해주는 행위

이다. 

둘째, 학습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학습실패는 동

일한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만 개선이 없어 동

일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교육의 질과 

피교육자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가 있다. 단절된 학습

은 실제 사고를 통한 교육으로 교육효과는 있지만 실

제 사고만 다루므로 잠재 위험 등에 대한 인지는 하지 

못한다. 지속적 학습은 학습의 기회 제공과 조직의 문

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변혁적 학습은 조

직이 당면한 문제 해결 시스템과 문제 발생확률을 최

소화하는 조치를 조직 전체에 갖게 하는 문화이다. 

2.3 연구 동향

2.3.1 건설 산업에서의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건설 산업에서의 시스템다이내믹스 관련 연구의 실

적은 많지 않으며 크게 4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2에서 안전관련 연구는 사고를 유발하는 개인

의 행동과 태도를 인지와 심리적 영향 등의 피드백루

트를 통해 분석26,27)하였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한 안전 

사고유형을 모델링28)하였으며 생산성 압박이 안전사고

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비용, 기간 등의 요인들과의 관

계를 통해 주요 영향을 받는 피드백 루프를 찾아냈

다.29) 또한 기존의 안전프로그램을 인과지도를 재작성

하여 안전프로그램을 개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30). 

시공관련 연구는 건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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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stem dynamics research trend in construction 
industry

Part Research Author

Safety

Workers’safety attitudes and 
behaviors

Mingyu Shin/2014, 
J. W. Kim/2017

Developing safety archetypes Amir Mohammadi/2018

Production pressure on safety 
performance

Amir Mohammadi/2019

Safety program review Brian H.W.Guo/2018

Construction

Construction Performance J. Y. Kang/2009,
S. K. Won/2007

Supply demand forecasting of 
practical engineer S. T. Kim/2007

Policy Construction Policy making M. S. Par/2005

Management

Economic Impacts of
R&D

 S. J. Hwang/2013

Analysis of Construction 
Management Market

H. S. Lee/2007,
Y. W. Kim/2012

별 전후 요소들, 장비의 효율을 위한 운영계획 등을 발

견하는데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적용31,32)하였으며 인력

예측 관점에서 국내법령의 개정과 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급기술자 수요예측 모델 연구를 진행하였

다.33) 정책과 사업관리 관련 연구는 싱가포르 건설정책

의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토대로 국

내환경에 맞는 정부정책을 제안34) 하였으며 건설사업

의 정부 R&D 투자효과의 파급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35). 설계-시공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설계

시공 일괄 및 분리 발주방식의 특성을 분석36)하였고 

건설관리(CM)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추세변화에 따

른 시장의 변화37)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스템다이내믹스의 특징인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

치는 변수 간 연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건설시공을 중

심으로 사업관리, 정책, 안전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특히 안전관련 연구들의 순환적 연구방법론으로 

시도되었지만 프로그램의 개선 등 기술적 측면과 개인

의 태도와 행동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3.2 다른 산업에서의 안전관련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건설 산업 외의 다른 산업에서의 안전관련 시스템다

이내믹스 연구들은 Table 3과 같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플랜트, 해양, 철도, 병원 등의 산업이다. 

플랜트 분야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설문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제작

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정량화38)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

서 안전문화 고찰 및 준수를 위한 핵심 위협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24,39)가 진행되었다. 해양 분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해양안전기술을 활용하거나 

Table 3. System dynamics research for safety in another 
domain

Division Research Author

Plant

Safety Culture Diagnosis J. W. Choi/2017

Safety Culture Compliance Y. M. Oh/2014,
I. Y. Hwang/2019

Ocean Technology Valuation Model B. Y. Park/2016,
D. K. Lee/2014

Railroad Reduction of human error J. S. Park/2019

Hospital
Patient safety accident 

management J. H. Kim/2016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분석40)하거

나 해양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 원인을 도출41)하

였다. 철도 분야도 기존 인적오류에 국한된 연구가 아

닌 철도운영 관점에서 인적오류 유발 원인42)을 연구하

였고 병원의 환자안전사고는 치료행위, 직원오류, 환자

오류, 환경오류 관점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

석43)하였다.

이와 같이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안전문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왔지만 안전문화 

진단에 영향을 주는 정량적 요인과 안전문화 준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가 주된 연구였다. 연

구관점에서는 인적오류 외에 운영오류나 환경오류 등

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을 찾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지만 구조분석까지는 실시하지 않아 요인분석의 추

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건설 안전사고의 원인을 순환적 연구 관

점에서 그리고 기술적 또는 개인오류의 관점이 아닌 

조직 문화 관점에서 개인오류가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찾고 추적하였다. 또한 다른 산업에서 안전문

화와 운영 중심의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가 시도되었

지만 건설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근무자의 잦은 이동, 매번 바

뀌는 작업 형태와 환경, 근로의 낮은 진입장벽 등의 변

수가 많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

존의 연구와의 차별성과 목적성을 갖는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범위

Fig. 1의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영역에서 전체 변수 

간의 순환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인지하기 

용이한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방법론을 적용

하였으며 안전문화는 Fig. 3에서 부정적 상태의 관점인 

책임성의 비밀주의와 비난주의, 학습성의 학습실패와 

단절적 학습의 4가지 관점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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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절차

본연구의 큰 흐름은 Fig. 4와 같으며 Fig. 5와 Fig. 6

은 변수의 선정과 인과지도 작성의 진행단계를 보여준

다. 건설 안전사고의 원인 변수들 선정을 위하여 안전

문화 관련 기존 연구문헌과 실제 건설회사에서 안전관

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가는 원도급사와 협력사에 종

사하고 있는 건설안전기술사와 건설안전/산업안전기

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시공담당자 등 8명으로 구성하였

다. 변수의 선정과 각 인과지도 작성을 위한 전문가 인

터뷰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

하였다. 

Fig. 4. Process and method of research.

Fig. 5. Process of Variables Adoption.

Fig. 6. Process of interview and making CLD.

모델링 설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시스

템다이내믹스 연구 시 사용빈도가 가장 높아 신뢰할 

수 있는 Ventana System사의 Vensim PLE Version18)8.0

으로 안전문화의 부정적 영향관점인 4가지 관점에서 

인과지도를 작성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최종 인과지도

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4가지 관점의 각자 

다른 인과지도를 종합하여 루프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

요 변수의 확인과 목적변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를 

추적하기 위해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각 1회씩 

총 2회의 워크숍을 통해 작성과 수정 작업을 거쳐 종

합인과지도를 완성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인과지도의 

구조 분석을 통해 루프 간 관계파악과 주요변수를 대

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들 간의 관계분석 또는 

양향을 끼치는 결과 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을 진행하

였다. 또한 종합인과지도에서는 4단계로 단계를 분류

하여 변수추적을 하였으며 루프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

을 주는 변수를 찾아내었다.

3.3 연구 특징

첫째, 사고의 원인을 하나의 변수와의 연관성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그 원인의 원인을 추적 할 수 있다. A의 

원인은 B이다 에서 A의 원인은 B이고 B의 원인은 C

이고 C의 원인은 D이다 등의 원인을 추적하여 근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안전문화 관점에서 책임성과 학습성 측면 각

각의 원인 변수들의 통합인과지도를 통해 가장 많은 

루프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특정 변수를 선택하여 해당 변수가 받는 영향

(Causes Tree) 또는 영향을 주는(Uses Tree) 관계를 발

견할 수 있다.

넷째, 종합인과지도의 목적변수를 달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원인분석 및 추적이 가능하다.

4. 연구 결과 

4.1 관점별 인과지도

4.1.1 변수의 선정

Fig. 5 및 Fig. 6과 같은 절차로 안전사고, 안전문화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외 및 국내 학회지, 학위논

문을 중심으로 관련성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의 반복 작업을 통해 최종

적으로 중복을 포함하여 Table 4와 같이 총 41개의 변

수를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를 연결하였으며 연관관계가 모호하

거나 조사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견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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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41 Variables list

Variable Author

Accident occurrence Doytchin E. Doytchev

Accident probability Amir Mohammadi, H. J. Yoon

Accident record Jaco van der Westhuizen, Hinze

Accident report
Jaco van der Westhuizen, M. J. Choi, 

Tahira M. Probst

Blame
HM Al-Humaidi, J. H. Lee, Y. M. Oh, 

K. S. Oh

Business continuity F WH Yik, S. H. Oh,

Case accumulation ED Fonseca, J. M. Yoon, H. J. Yoon, S. 
Han

Cause analysis Wei Zhang, Amir Mohammadi, J. Hinze

Collectivism/Familyism Y. M. Oh, K. S. Oh

Compliance with education 
hours Hasan Basri Başağa, S. T. Han

Concealment M. J. Choi, S. H. Hong

Corporate image S. H. Oh, J. Y. Lee

Disregard CB Frazier, HM Al-Humaidi

Education quality E. Sawacha, H. S. Woo

Employment opportunity MD Idrees, A. Omran, ED Fonseca

Experience in industrial accident Y. Feng, AR Fischer, H. K. Lee

Fine/Penalty Andrew Oyen Arewa, S. H. Oh,

Improvement cost Amir Mohammadi, S. H. Oh,

Incident recognition AM Jarkas, D. W. Kim

Incident report Jaco van der Westhuizen, Q. Chen

Insurance premium rate S. H. Oh, S. H. Hong

Intensive inspection PH Mohseni, S. H. Oh,

Knowledge accumulation
Siddharth Bhandari, Feng, 

Y J. M. Yoon, Hasan Basri Başağa,

Labor's responsibility MD Idrees, ED Fonseca, H. J. Yoon

Near miss discovery Cheng Zhou, J. H. Lee

New employee A. M. Vahed, Tahira M. Probst, Y. Feng

Number of education H. Jimmie, CM Tam, P.X. Zou, H. S. Woo

Owner's responsibility Jaco van der Westhuizen, 
S. H. Oh, M. J. Choi

Personnel supply C. W. Lee

Re-contract Nicole SN Yiu, S. H. Oh

Recurrence measures Nicole SN Yiu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 PH Mohseni, Z. Jiang

Reliability MO Jannadi, Y. M. Oh

Report incentive
Fakhradin Ghasemi, Zhang Shu, 

Liska, A. Hasan

Risk recognition Grabowski, Siu Shing Man 

Safety consciousness Haslam, AM Jarkas, D. Fang

Safety education Liska, H. S. Woo, J. H. Jo

Safety education opportunity J. M. Yoon, H. Jimmie

Safety incident Doytchin E. Doytchev

Subcontractor's responsibility S. Thomas Ng, C. W. Lee, S. H. Oh

Violation Andrew Oyen Arewa

4.1.2 비밀주의문화 관점

비밀주의 관점은 Fig. 7과 같이 강화루프 2개와 균형

루프 2개의 총 4개의 피드백루프가 현성된다. 

R1은 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 하면 자

발적인 사고보고로 이어지고 이는 관리자와 근로가 간 

신뢰도를 상승시키며 사고에 대한 인지력까지 상승시

키는 강화루프를 형성한다.

R2는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조직의 집단주의와 가족

주의에 의해 조직을 보호하고자 은폐하는 환경이 조성

되며 은폐에 따라 실제 재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고 누락되어 교육 및 훈련

으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강

화루프가 형성된다. 

Fig. 7. CLD of secretive view.

B1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고보고가 많아지면 

풍부한 사고사례가 축적되고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분

석하여 그에 따른 올바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교육훈

련을 하면 안전사고는 감소되는 균형루프가 형성된다.

B2는 안전사고 빈도가 높으면 재해로 이어질 확률

이 높아지고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기록 및 재해보고가 

많아지면 사례축적, 재발대책, 교육으로 이어져 사고가 

감소하는 균형루프가 형성된다. R1의 사고보고 활성화

를 통한 신뢰도 형성이 사례축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피드백이며 선순환일 경우는 사고사례의 누락 없는 질 

좋은 사례축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악순환 시 많은 누락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R2의 경우도 은폐에 따라 재

해 보고 및 그에 따른 사례축적에 누락이 생겨 원인분

석과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의 발생을 

가져온다. 

비밀주의 관점에서는 사례 축적을 특정변수로 선정

할 수 있는데 Fig. 8과 같이 원인을 추적하면 재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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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uses tree of secretive view.

과 은폐는 재해보고활동에 영향을 주고 보고인센티브

는 사고 보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례축적이 중요하며 재해기록을 철저히 하고, 은폐를 

없애야 하며 보고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고와 재해의 

사례를 숨김없이 축적해야 한다.

4.1.3 비난주의문화 관점

비난주의 관점은 Fig. 9와 같이 강화루프 1개와 균형

루프 5개의 총 6개의 피드백루프로 형성된다. 

R3은 협력사에 책임을 물으면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로자는 다시 원도급사 사업주에 책임을 

묻고 사업주는 협력사에 책임을 묻는 강화루프를 형성

한다.

B3은 재해가 보고되면 외부기관에서의 집중점검이 

진행되고 점검에 의한 적발에 따라 벌금과 처벌이 시

행되면 시정조치를 위한 개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업주의 비난과 책임으로 전가되고 사업주는 비

난을 받지 않기 위해 재해 보고를 하지 않게 되는 균형

루프를 형성한다.

B4는 재해보고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개

선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사업주의 비난과 책임으로 이

어져 재해보고를 하지 않게 되는 균형루프를 형성한다.

B5는 재해보고는 보험 할증률을 상승시키고 재해에 

따른 벌금과 처벌, 개선비용이 발생하면 결국 사업주

는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해보고를 하지 않

게 되는 균형루프를 형성한다.

B6은 협력사의 경우 재해보고로 재계약이 되지 않

아 영세한 협력사의 사업유지가 힘들어지며 인력수급

Fig. 9. CLD of blame view.

Fig. 10. Causes tree of blame view.

도 어려워져 결국 협력사의 비난과 책임으로 이어짐에 

따라 결국 협력사도 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균형후프를 

형성한다.

B7은 근로자는 재해를 신고하면 산업재해경험이 있

다는 이유로 채용기회를 잡기 쉽지 않고 결국 근로자 

자신은 비난과 책임, 불이익 등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재

해를 보고하지 않는 균형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균형

루프인 B3, B4, B5, B6, B7의 비난과 책임에 대해 현재

와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행동한다면 피드백루프의 

안정화에 따라 사업주와 협력사, 근로자 모두에 의해 

재해보고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비난주의 관점에서는 재해보고를 특정 변수로 선정

할 수 있는데 Fig. 10과 같이 영향을 주는 원인을 추적

해보면 재해로 인한 개선비용의 부담과 근로자의 책임

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면 재해보고는 투명하게 이루

어질 수 없고 사업주의 책임회피와 근로자 수급문제 

등을 혼자 부담해야하는 협력사에게만 비난과 책임을 

전가했을 경우도 올바른 재해보고가 되지 않는다.

4.1.4 학습실패 관점

학습실패관점은 Fig. 11와 같이 강화루프 3개와 균

형루프 2개의 총 5개의 피드백루프가 형성된다.

R4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지식이 축적되고 광범위한 

지식의 축적은 교육의 품질을 높여주며 이는 좋은 안

전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강화루프를 형성한다.

R5는 경험이 적은 신규근로자는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반 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된다. 위반행동을 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과반수이상이 

신규근로자로 확인되는 강화루프를 형성한다.

R6은 사례의 축적은 지식의 축적을 향상시키고 올

바른 지식축적은 다양한 사례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강

화루프를 형성한다.

B8은 투명하게 안전교육 시간 법적 준수를 하면 교

육의 기회가 늘어나고 교육의 횟수와 시간준수에 따라 

근로자의 풍부한 지식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안전의식

이 올라가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고 사고

가 없으면 강력한 규제는 발생하지 않는 균형루프를 

형성한다.

B9는 근로자가 안전 위반 시에 재발방지 교육을 받

아야 하고 교육을 받으면 위험성을 몰랐던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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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LD of failure to learning view.

해 지식을 쌓게 된다. 쌓여진 지식을 토대로 안전의식

이 올라가면 위반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균형루프를 

형성한다. 

R4가 선순환일 경우 축적된 지식으로 교육의 품질

을 높여 좋은 교육이 가능하지만 악순환일 경우 교육

의 품질이 떨어져 결국 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다. R5도 선순환일 경우 경험과 지식이 얕은 신규근로

자에게 올바른 안전의식을 통한 위반의 억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악순환일 경우 잘못된 지식 및 무지로 인해 

더 많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R6은 선순환일 경우 

풍부한 사례가 풍부한 지식 축적을 가능하게 하지만 

잘못되고 누락된 사례는 지식 축적에 오류 및 방해요

소를 제공할 수 있다.

Fig. 12. Uses tree of failure to learning view.

학습실패 관점에서는 지식의 축적을 특정 변수로 설

정할 수 있는데 Fig. 12와 같은 영향을 주는 결과를 살

펴보면 사례축적과 지식축적은 강한 연관관계에 있어 

지식축적이 되기 위해 사례축적은 필수적이다. 지식축

적은 안전교육의 품질과 안전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주

며 지식축적으로 인해 안전 인지력의 영향을 받아 안

전사고와 위반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4.1.5 단절적 학습 관점

단절적 학습 관점은 Fig. 13과 같이 기존의 강화루프 

1개와 신규 강화루프 3개, 균형루프 2개의 총 6개의 피

드백루프가 형성된다.

Fig. 13. CLD of incremental learning view.

R7은 안전교육의 기회가 많을수록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력이 향상되어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 위험한 순간

과 아차사고까지 발굴할 수 있는 강화루프를 형성한다.

R8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인 아차

사고까지 발굴활동이 활발해지면 실제사고와 더불어 

더욱 풍부한 사례축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식축적까

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강화루프를 형성한다.

R9는 사례축적양은 지식축적의 양에 영향을 주고 

풍부한 지식축적을 통해 교육의 품질이 높아지면 교육

효과도 좋아져 경미한 사고를 무시하고 넘어갔던 예전

과 달리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사례수집에 도움을 

주는 강화루프를 형성한다.

B10은 아차사고를 발굴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

음에도 사건조사, 전파교육 등에 따른 추가 작업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굴자는 비난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책임으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는 아차사고를 경험하거

나 발견을 해도 발굴하지 않는 균형루프를 형성한다.

B11은 아차사고 발굴에 부담을 느낀 근로자는 위험

을 알아도 무시하고 넘겨 위험한 상황의 사례가 정확

하게 축적되지 않고 이는 지식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차사고를 발굴하지 않게 되는 균형루프를 형성

한다.

R8은 특히 단절된 학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루프이며 현장에서는 실제 물적/인적 피해가 생

긴 재해 위주의 사례축적만 이루어져 재해로 이어질 

뻔한 아차사고에 대해 발굴하지 않아 근로자는 단편적 

교육만을 받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B10과 B11에서 아차사고를 실제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근로자 당사자가 아차사고를 발굴활동 하는데 있

어 책임을 묻고 비난활동이 계속되면 균형루프에서 보

듯이 아차사고 발굴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최윤길⋅조근태

J. Korean Soc. Saf., Vol. 35, No. 2, 202042

Fig. 14. Uses tree of incremental learning view.

단절적 학습 관점에서는 아차사고발굴을 특정 변수

로 설정할 수 있는데 Fig. 14와 같은 영향을 주는 결과

를 살펴보면 아차사고의 발굴활동은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여 결국 근로자의 책임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며 

모든 위험한 사례축적까지 충족하기 위해 아차사고 사

례축적을 하게 되면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낮은 아차사고라도 발생 시마다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위험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2 종합인과지도

안전문화 부정적 상태 진단기준의 4가지 관점인 비

밀문화, 비난문화, 학습실패, 단절적 학습 각각의 인과

지도를 연결을 통해 종합인과지도 Fig. 15를 작성하여 

목적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추적과 루프생성에 관

여하는 주요변수들을 찾아냈다.

첫째, 안전사고(Safety Incident)의 원인변수 추적을 

위해 안전사고를 목적변수로 설정하여 영향을 주는 원

인을 4단계로 추적하였으며 Step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종합인과지도의 핵심이다. 파란색 화살표는 기본연결

선, 보라색 화살표가 Step1, 녹색 화살표는 Step2, 주황

색 화살표는 Step3이며 빨간색이 Step4이다. Step1에서 

Step4의 방향으로 원인을 추적하며 종합인과지도의 해

석을 돕기 위해 Fig. 16의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Step1 : 안전사고는 안전의식과 안전교육에 영향을 

받는다.

Step2 : 안전의식은 지식축적에 영향을 받으며 안전

교육은 사고 원인에 대한 올바르고 투명한 재발방지대

책, 교육교재와 강사의 품질, 위반행위의 횟수에 영향

을 받는다.

Fig. 15. Total causal loop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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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지식축적은 다양하고 많은 사례축적에 영향

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을 갖고 있는 신규근

로자, 교육의 횟수와 안전교육에 영향을 받는다. 재발

방지대책은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원

인분석에 영향을 받고 교육의 품질은 지식의 축적, 위

반행동은 안전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Step4 : 사례축적은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투명한 보

고 횟수에 영향을 받으며 사고발생에 수동적인 자세로 

모른척하거나 사고발생을 인지하고서도 보고하지 않

은 낮은 보고의지, 지식의 축적, 인적/물적 피해는 발

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볼 수 있는 아차사고의 발굴

행위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신규근로자는 상대적으

로 많은 위반행위, 교육의 횟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안

전교육 시간과 횟수 준수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원인

분석은 방대하고 투명하게 축적된 사례축적에 영향을 

받으며 지식축적은 Step3의 지식축적과 순환구조를 이

룬다. 마지막으로 안전의식은 지식의 축적에 영향을 

받으며 Step2의 안전의식과 지식축적과의 관계와 중복

된다.

둘째, 루프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기 위해 

Loop Analysis를 실시하였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

수 5개를 Table 5와 같이 도출하였다. 변수가 포함된 

모든 경우의 수로 루프를 형성하는데 사례축적 변수는 

135개의 루프를, 재해보고 변수는 126개, 지식축적 변

수는 117개, 근로자의 책임이 114개, 안전교육이 110개 

등의 순으로 루프가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Table 5. Top 5 variables affecting roof making

Ranking Variable Making loop count

1 Case accumulation 135

2 Accident report 126

3 Knowledge accumulation 117

4 Labor's responsibility 114

5 Safety education 110

통해 사례축적변수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1순위인 사례축적변수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루프를 

대표적으로 분석해보면 R6의 강화루프(사례축적-지식

축적)를 기반으로 R8이 함께 영향을 받아 강화루프(사

례축적-지식축적-아차사고 발굴)가 형성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재해나 사고 외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로 인정하는 아차

사고의 사례축적까지 모두 포함해야 올바르고 투명한 

사례축적이 이루어짐을 설명한다. 강화루프의 특성상 

선순환일 경우에는 전체 피드백루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지만 악순환일 경우 누락이 많은 사례축적은 전

체 피드백루프의 다양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건설 안전사고의 원인을 기술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러 환경들의 연계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 관점으로 접근하였고 원인과 결과가 

일방향적인 단선적 분석이 아닌 원인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양방향의 순환적 분석방법인 시스템다이내믹

스의 인과지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5.1 인과지도 요약

책임성과 학습성의 2가지 기준의 비밀주의, 비난주

의, 학습실패, 단절적 학습의 4가지 관점에서 안전사고

에 영향을 주는 변수 41개를 선정하여 각 관점에서의 

인과지도와 4가지 관점을 하나로 합쳐 종합인과지도를 

작성하여 루프분석과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약하

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밀주의 관점에서는 균형루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안정화를 유지하고 강화루프를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와 관리자 간 신뢰도 향상을 

통한 보고활동 활성화와 조직적인 은폐행동을 자제해

Fig. 16. Step4 structure of total causal loop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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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비밀주의는 결국 올바르고 투명한 사례축적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

둘째, 비난주의 관점에서는 균형루프가 핵심인데 지

속적으로 안정화 시키면 재해보고 누락이 연속으로 발

생하는 피드백을 형성한다. 균형루프에 연계되어 있는 

변수들의 제도 및 인식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

난문화는 근로자, 협력사, 원도급 사업자의 책임과 연계

되어 재해보고의 누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는다.

셋째, 학습실패 관점에서 균형루프는 지속적으로 유

지하여 안전사고와 위반 행동을 줄이는 한편 강화루프

의 악순환을 예방하여야 한다. 악순환일 경우 누락과 

잘못된 정보의 축적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 학습실패에서는 지식의 축적이 안전사고와 위반으

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는다.

넷째, 단절적 학습 관점에서는 균형루프에 문화의 

변화노력 등을 통해 균형성을 저해해야 아차사고 발굴

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강화루프는 지식축적

과 교육 등의 연계되어 있으므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절적 학습은 아차사고 발굴이 지식축적

과 안전의식, 근로자 책임과 연계되는 구조를 갖는다.

다섯째, 종합인과지도에서 안전사고를 목적변수로 

구조분석 결과 Step4에서 재해보고 등 중복을 포함한 

16개의 변수로부터 시작되어 Step3의 사례축적 등 7개, 

Step2의 지식축적 등 4개, Step1의 안전의식 등 2개가 

안전사고 원인의 추적결과이다. 또한 가장 많은 루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사례축적, 재해보고, 지식

축적, 근로자책임, 안전교육 등의 순위였다. 그 중 최대

영향변수인 사례축적변수와 연계되어 있는 R6과 R8의 

강화루프의 선순환이 전체 루프에 영향을 준다. 

5.2 결론의 특징

첫째, 원인의 추적 및 세분화

순환적 분석방법으로 4단계 원인을 추적을 해본 결

과와 기존 단선적 연구와 비교를 해보면 안전사고의 

원인을 Step1의 안전의식과 안전교육의 2가지 변수와

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Step4단계의 재

해보고, 아차사고 발굴, 교육의 품질, 사례축적 등의 다

양한 원인에서 시작되어 안전사고에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해 안전의식 하나의 원인을 관리하기보다 안전

의식-지식축적-사례축적-재해보고를 하나의 연결고리

로 묶어 관리하여 원인제거를 할 수 있다.

둘째, 현장여건별 안전관리 활용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적인 안전경영 측면에서 현장

의 가용인원, 현장여건, 관리자의 능력, 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변수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리 방법의 

선택과 집중, 제도와 문화의 개선 등을 위한 근거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변수의 파급효과 분석 및 가시성

변수들 간에 순환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변수를 

기준으로 선/후에 따라 주는 영향과 받는 영향을 분석 

및 예측하여 특정 이벤트가 누락되었을 경우에 결과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구조분석의 1차원적 가시성

으로 비전문가도 이해 및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목적변수의 확장성

본 연구의 최종목적은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었기에 안전사고 변수를 목적변수로 선정하고 

원인변수를 4단계로 추적하였지만 변수들 간에 순환관

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변수 외에 분석을 하고자 하

는 변수 선택 시에도 원인추적 분석이 가능하다.

5.3 향후 연구

인과지도(CLD)의 작성은 Fig. 1에서 2사분면에 해당

한다. 향후 완성된 종합인과지로를 토대로 1사분면에 

해당하는 저량/유량도 모델링(SFD)과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예정

이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시나리오별 최상의 조건으로 

목적변수, 보조변수, 상수변수의 최적 값 선정과 이를 

통한 정책적 지렛대를 발견 및 제안할 수 있는 연구로 

기대할 수 있다.

References

1)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ttps://www.hse.gov.uk”

2)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

3) M. O. Sanni-Anibire, A. S. Mahmoud, M. A. Hassanain 

and B. A. Salami, “A Risk Assessment Approach for 

Enhancing Construction Safety Performance”, Safety 

Science, Vol. 121, pp. 15-29, 2020.

4) P. X.W. Zou and R. Y. Sunindijo, “Strategic Safety 

Management i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WILEY 

Blackwell, 2015.

5) E. W. L. Cheng, N. Ryan and S. Kelly, “Exploring the 

Perceived Influence of Safety Management Practices on 

Project Performanc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Science, Vol. 50, Issue 2, pp. 363-369, 2012.

6) A. Finneran and A. Gibb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Research Roadmap”, Report for Consultation 

CIB Publication 376: CIB General Secretariat, 2013.

7) W. J. Lim, J. K. Kee, J. H. Seong and J. Y. Park, 

“Development of Accident Cause Analysis Model for 



인과지도를 활용한 건설 안전사고 원인 분석 : 안전문화 관점

한국안전학회지, 제35권 제2호, 2020년 45

Construction Site”, J. Korean Soc. Saf., Vol. 34, No. 1, pp. 

47-69, 2019.

8) F. E. Bird and G. L. Germain, “Practical Loss Control 

Leadership, the Conservation of People, Property, Process 

and Profits”, International Loss Control Institute, 1987.

9) B. H. W. Guo, T. W. Yiu and V. A. González “Predicting 

Safety behavi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and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Safety Science, Vol. 84, 

pp. 1-11, 2016.

10) S. I. Choi and H. Kim, “A Study on the Safety Climate and 

Worker's Safe Work Behavior in Construction Site”, J. 

Korean Soc. Saf., Vol. 21, No. 5, pp. 60-71, 2006.

11) K. S. Song, B. J. Ahn and J. K. Rhim, “The Effect of Safety 

Culture on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Behavior of 

Manufacturing Workers”, J. Korean Soc. Saf., Vol. 34, No. 

6, pp. 65-75, 2019.

12) H. W. Heinrich,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31.

13) J. Y. Lee and J. Y. Park,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ffecting Industrial Acci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4, pp. 459-468, 

2019.

14) T. H. Moon, “Issues and Methodological Status of System 

Dynamics”,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ol. 3, No. 

1, pp. 61-77, 2002.

15) D. H. Kim and T. H. Moon, “System Dynamics”, 

Daemyungmoonhwasa, 1999.

16) J. W. Forrester, “System Dynamics-a Personal View of the 

First Fifty Years”, System Dynamics Review, Vol. 23, Issue 

2/3, pp. 345-358, 2007.

17) J. D. Sterman,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Irwin/McGraw-Hill, 

2000.

18) Y. K. Hong and S. H. Jung, “Analysis on Research Trends 

of Korean System Dynamics: Results and Reflections of 7 

Years and Proposals”,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ol. 8, No. 1, pp. 25-47, 2007.

19) S. O. Lee, “Analysis on Human Error of Railway Workers 

Using System Dyn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Doctor's thesis, 

2019.

20) S. C. Hong and H. C. Kim, B. B. Kwon, K. T. Cho, “An 

Analysis of the Causal Loop Structure of Government 

R&D Investment Impact: Focus on the Health Technology 

Field”,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ol. 18, No. 4, 

pp. 47-69, 2017.

21) P. M. Senge, “The Fifth Discipline : The Ar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Doubleday, 2006.

22) D. H. KIM, “System Thinking”, Sunhaksa, 2004.

23) H. J. Park and S. J. Kim, “System Dynamics Academic 

Sales Performance”,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pp. 1-35, 2005.

24) Y. M. Oh, “Systems Thinking Perspective on the 

Organizational Safety Culture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ol. 15, No.1, 

pp. 51-74, 2014.

25) M. S. Patankar and J. P. Brown, E. J. Sabin, “Safety 

Culture: Building and Sustaining a Cultural Change in 

Aviation and Healthcare”, Taylor & Francis, 2012.

26) M. G. Shin and H. S. Lee, M. S. Park, M. G. Moon, S. W. 

Han, “A System Dynamics Approach for Modeling 

Construction Workers’ Safety Attitudes and Behavio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 68, pp. 95-105, 

2014.

27) J. W. Kim and H. S. Lee, M. S. Park, N. H. Kwon, “A 

System Dynamics Approach for Modeling Cognitive 

Process of Construction Workers' Unsafe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8, No. 2, pp. 38-48, 2017.

28) A. Mohammadi, M. Tavakolan and Y. Khosravi, 

“Developing Safety Archetypes of Construction Industry at 

Project Level using System Dynamics”, Journal of Safety 

Research, Vol. 67, pp. 17-26, 2018.

29) A. Mohammadi and M. Tavakolan, “Modeling the Effects 

of Production Pressure on Safety Performance in 

Construction Projects using System Dynamics”, Journal of 

Safety Research, Vol. 71, pp. 273-284, 2019.

30) B. H.W. Guo, Y. M. Goh and K. L. X. Wong, “A System 

Dynamics View of a Behavior-based Safety Progra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Science, Vol. 104, pp. 

202-215, 2018.

31) J. Y. Kang and H. S. Park, “Development of a Construction 

Performance Causal Map Using System Dynamic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ol. 9, No. 2, pp. 63-68, 2009.

32) S. K. Won and C. H. Han, S. K. Kim, “A Combination 

Model of Earthwork Equipment using System Dynamic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8, No. 4, pp. 194-202, 2007.

33) S. T. Kim and H. S. Lee, S. J. An, H. G. Ryu, 

“Supply-Demand Forecasting of Principal Engineers in 

Construction Industry Using System Dynamics”, Korean 



최윤길⋅조근태

J. Korean Soc. Saf., Vol. 35, No. 2, 202046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8, No. 5, pp. 161-172, 2007.

34) M. S. Park, B. S. Son, S. J. An and H. S. Lee, “Evaluating 

the Singaporean Government's Productivity Policies= A 

System Dynamics Approach to Construction Policymak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Vol. 21, No. 5, pp. 123-134, 2005.

35) S. J. Hwang, M. S. Park, H. S. Lee, Y. J. Jang, M. G. Moon 

and Y. J. Moon, “Forecasting Economic Impacts of 

Construction R&D Investment: A Quantitative System 

Dynamics Forecast Model Using Qualitative Data”,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4, No. 2, pp. 131-140, 2013.

36) H. S. Lee, S. H. Ji, M. S. Park and S. H. Song,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Design-Build Delivery System in Korea 

Using System Dynamics Modeling”,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8, No. 5, 

pp. 119-131, 2007.

37) Y. W. Kim and H. S. Park, “Analysis of Construction 

Management Market Using System Thinking”,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2, No. 3D, pp. 239-245, 

2012.

38) J. W. Choi, S. I. Um and I. K. Hong “Development of 

System Dynamics Model and Integrated Tool for Safety 

Culture Diagnosis of a Combined-Cycle Power Plant”,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ol. 21, No. 3, pp. 

70-76, 2017.

39) I. Y. Hwang and J. H. Park, “A Study on Safety Culture 

Compliance in Nuclear Power Plant Organization”,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ol. 20, No. 3, pp. 49-74, 2019.

40) B. Y. Park, K. S. Jung, D. G. Lee and G. C. Seo, 

“Development of Technology Valuation Model of the 

Marine Safety Technology using System Dynamic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Spring Conference, pp. 2614-2617, 2016.

41) D. G. Lee, B. Y. Park and D. K. Oh, “Development of 

Technology Valuation Model of the Marine Safety 

Technology using System Dynamics”,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Conference, pp. 336-339, 

2014.

42) J. S. Park, “A Study on the Reduction of Human Error by 

Railroad Operators through Out the SD(System Dynamics) 

- Focus on Drivers of Subway line 9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Urban Railway, Vol. 7, No. 1, pp. 336-339, 

2019.

43) J. H. Kim, “System Dynamics Model and Simulation for 

Patient Safety Accident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