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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셀프리더십이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기업 및 기관 등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안전의식, 그

리고 안전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셀프리더

십과 안전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의식의 매개역할과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중

심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

며,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셀프리더

십이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안전의식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및 기관들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 구

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2부가 회

수 되었고, 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18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셀프리더십의 자기목표 실정,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

관찰, 자기상상 요인은 안전의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은 안전문화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셀프

리더십의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관찰 요인은 안전문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 간에 안전의식의 매개역할

을 검증한 결과, 자기반성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이 완전매개를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자기관찰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은 부

분매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셀프리더십, 안전의식, 안전문화,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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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침하 등 재난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업들에서 폭발사고, 암모니아 누출 등 유해가스로 인한 질

식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해서 막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최근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열정과 창의력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화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에 적합한 리더십이 조직 구성들

의 셀프 리더십이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외적인 통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

으로 영향력을 끌어내고 자극함으로서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을 끌어내면 열정적이

고 자발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게 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통제

가 더 중요 시 된다고 하였다(권병모, 2017).

  특히, 조직의 안전관리 분야는 조직의 주 업무가 아니므로 자칫 본 업무가 급하

면 소홀히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 구성

원 모두가 조직의 안전관리 관련 직무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챙기는 셀프 리더십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임준묵, 2011, 권병모, 2017).

  또한, 조직의 안전은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 셀프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안전의

식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셀프 리더십이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 리더십이 안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기초로 분석의 틀과 가설의 설정 등 연구 설계를 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 

설계를 토대로 제작한 설문지를 통하여 조직의 안전관리 담당자 및 구성원을 대상

으로 셀프 리더십이 안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고

자 한다. 셋째, 안전의식이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조직에서 셀프 

리더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전의식을 장려하여 보다 나은 안전문화를 정

착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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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셀프 리더십이 안

전의식 및 안전문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론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 검증하고

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조직 구성원의 셀프 리더십이 안전의식을 통해 안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셀프 리더십과 안전의식 간의 영향 관계를 연

구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19년 8월 4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서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들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배경과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세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언급하였다. 

  제 2장은 본 연구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문헌을 조사하였

다. 셀프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안전의식, 안전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

다. 

  제 3장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셀프 리더십, 안전의식, 그리고 안전문화의 영향

관계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와 측정도구를 설명하였고, 연구방법에서는 설문지의 구성, 설문내용, 그리고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4장은 실증적 분석결과로 기초적인 통계분석과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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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석과 타당성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제안된 연구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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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셀프 리더십

리더십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끌어온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

리더십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관

심사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완벽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리더십 정의의 바탕이 되

는 본질적 요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리더십은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이다. 둘째, 리더십은 영향력 행사의 과정이다. 이 두가지를 조합하면, 리더십은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상

호, 2009).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즉 자기 영향력을 행사

하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 및 인지전략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Manz(1986)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셀프리더십의 등장은 1980년대 미국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려 경제가 침체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신세대 근로자 

관리”라는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Manz와 Sims에 의해 개발된 개념이다

(C.C.Manz, H.P.Sims, 정일재(역), 1995).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젊고 교육수

준이 높은 신세대 중산층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은 동료 근로자보다도 작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규명한 결과, 전통적인 관리방식이 신세대에게는 부적합하다

는 것이었다. 신세대 근로자들은 자신의 정열을 회사에 바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바치고자 하며 명령만 받게 되면 참지 못하고 그들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세대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 즉 변화와 진보를 촉발하는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타율적이고 강압적인 전통적 관리기능과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것이

다(강규식, 2003).

  Manz와 Sims는 셀프리더십을 리더십 대체물의 개념 중 하나인 자기관리와 비교

하면서 셀프리더십은 자기관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자기규제로서, 자기관

리가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셀프 리더십은 무슨 일을 

왜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하고 있다. 리더십을 영향력의 행사과정으로 

이해할 때,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과정’으로 단순화 시켜 볼 

수 있다. 즉, 셀프리더십은 스스로가 자신을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



-5-

고 행하는 독특한 행동이다. 구성원이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족하거나 반성하고 보다 나

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퍼 리더십 이론은 부하들이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도록 

함으로써 부하들을 셀프리더로 육성하는 것을 수퍼 리더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셀프 리더십과 수퍼 리더십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수퍼 리더는 부하

들이 셀프 리더로서의 역량과 사고방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며 지원해 주어야 

한다. 부하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격려하며 팀웍을 

촉진시킨다. 일방적으로 부하에게 목표를 부과하기 보다는 부하들이 스스로 기회를 

찾도록 도와주며 일 자체로부터의 자연적인 보상을 찾아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되도

록 유도하고 칭찬이나 인정 등을 통해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 오늘날 기

업에서는 지시와 통제, 권위주의, 위계적 수직구조로 대변되는 기존의 조직관리 방

식으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에 따르게 되는 전통

적인 리더십보다는 자기 스스로 목표설정, 자기통제 등과 같이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 ‘자아’를 강조하는 셀프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불러일

으키는데 효과적이며 조직유효성 및 개인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를 김영학(2009), 김용일(2008), 이승덕(2007) 등의 연구에서 잘 확인할 수 있

다. 

  강정식(2018)의 연구에서는 안전책임자(소속장)의 리더십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 내 근무환경과 근무제도의 적정성과 자기개발 의사결정의 참여 

여부 등을 알아보았고, 회사의 업무지시 합리성과 직원상호 간의 의사소통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동료 간 인간관계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근무 분위기를 파악하

고자 하였고 소속장의 안전 리더쉽에 대한 설문을 통한 리더십의 중요성과 안전문

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와 사고발생 시 소속장의 책임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도 조사하였다. 조직 및 리더쉽 부분은 철도 안전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철도 안전문화에 대한 설문에서는 안전정책 결정에 대한 경영진의 안

전마인드의 중요성과 리더십의 안전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직원상호간 

안전에 관한 논의와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자율성과 자기창조, 자기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이론이다. 선

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성과나 조직몰입, 유효성에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기업 환경에서는 창의력과 자발성, 책

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과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과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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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나 조직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한 셀프리더십이 요구된다. 리더십에서 말하는 

통제는 궁극적으로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통제이다. 조직이 구

성원들에게 부여하는 목표와 평가, 보상 등의 요소를 구성원 자신이 자율적으로 설

정한다. 즉 구성원에 대한 모든 통제는 궁극적으로 자율 통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셀프리더십 연구의 대부분은 셀프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이 안전관리의식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고, 분석결과, 조종사 개인의 셀프리더십은 안전관리의식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인지전략

중 자신의 일을 통해 자연적 보상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사고태도를 갖게 하는 

자율통제의 개념이 안전관리의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임준묵, 

2011).

  김솔잎(2017) 연구에서는 환자의 안전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환자의 안전문화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의 환자안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간호업무수행 및 개

인생활관리에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

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셀프 리더십과 수퍼 리더십이 밀접한 관계이나, 최근 주목

을 받고 있는 셀프 리더십이 조직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에 영향 관계에 대해 연구

를 실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안전의식

  우리나라 고용노동부(2010)에 따르면 안전의식(Safety Awareness)이란 근로자

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

는 정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안전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실천 및 실행하

는 정도로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오수언, 2015).

  상술하면, 안전의식은 조직 구성원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

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안전의식은 국민성에서도 

유래하지만 평소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형성되는 후천적, 습관적인 

부분이 많다. 안전 확보의 열의와 신념이 행동화될 때 비로소 안전의식(moral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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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한다. 안전의식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이며, 이러한 의지의 발로가 곧 안전

규칙의 존중이다. 재해의 원인 중 인적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의식의 유무

라고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이 잠재적으로 작업시스템에서 생기는 인간의 실수

(error)나 잘못(mistake)의 직접적인 원인을 지식부족이나 지각의 잘못, 주의의 방

심 등의 소질적 특성 레벨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은 또 안전에 대한 의식 상태에 좌

우된다고 생각한다. 작업상의 안전을 유지ㆍ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지

식을 가지고(인지적 성분),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기업, 고객, 동료,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복리에 있어서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판단하고(가치적 정서적 

성분), 그 위에 안전측면의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의사, 의욕, 행동력(행동의 지적 

성분)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평소의 안전교육ㆍ훈련에 의해서 형성되는 후천적, 습

관적인 것이 많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실천할 의욕을 환기시

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안전의식이 높거나 낮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지식의 측면인지, 가치판단의 것인지 또는 의지의 측면인지를 명확하

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대책도 쉬워진다. 안전의식은 자신의 업무(직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이며 일정한 보수에 대한 기대가 실현된 정도와 

소속된 직장이나 상사나 선배, 동료들에 대한 신뢰감, 애착, 친근감 등의 동일화 정

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란 급료 등의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고 다

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받는 것, 작업의 흥미, 일하는 보람, 성장감, 달성감 등도 포

함된다(최상복, 2004; 김준태, 2016; 오수언·허철무, 2015).

  이경재(2014)는 안전이란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이는 사고 또는 사고의 위

험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또는 안전의식은 안전하고자 하는 본

능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안전행동의 원동력이 되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거

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적극적인 인지도이자 안전한 주위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행하는 자세라고도 정의하였다(김경천과 이동형, 2012; 이종열과 신기령, 

2012; 오수언, 2015).

  산업안전대사전(2004)에 나와 있는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사망상해 또는 

설비나 재산 손해 또는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없는 것이고 물질적

인 위험 및 정신적인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안

전이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인류가 추구하는 대상이라 해도 과언은 아

니며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이란 단어가 사

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Wildavsky(1988)는 안전에 대해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

는 잠재적인 위험상태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만, 완벽하게 위험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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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이란 절대적인 수준의 개념이라기 보다

는 어떤 조직 또는 사회가 기꺼이 수용하려는 정도의 위험상태라고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았다. 그는 안전이란 위험이 존재함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고, 일반적

으로 위험은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사건에 처할 확률이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

과가 생길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안전에 대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하는 정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안

전의식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고 하며, 안전의식은 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지도로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의미

한다. 따라서 김경천과 이동형(2012), 이종열과 신기령(2012) 등은 안전의식을 안

전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의 자세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거나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 가지는 적극적인 인지도이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대처하는 자세로 

정의하고 있다.

  강정석(2018)의 연구에서는 안전의식을 관리자 측면과 현업종사자 측면으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 관리자 측면에서 안전의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였다: 직원

이 직장위험요소를 보고했을 때 안전관리자(상관)는 그것을 재빨리 수정하려고 노

력하고 위험요소를 보고한 직원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지와 철도 안전문화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잘 알려 주는지,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관해 항상 관심이 있으며 위험수

준을 가능한 한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경영진들이 근무 

중 부상당한 직원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감수하려 하고 있는지와 근로자들이 안전

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였고, 경영진들이 재해율을 낮추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와 직장에서 

안전점검과 감사는 정기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현업종

사자 측면에서 안전의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작업의 위험수준에 대

하여 매우 신경이 쓰이는지, 부상을 예방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지, 작업안전이 생산성과 품질안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

지는지, 만일 작업자가 잠재위험요소를 발견한다면 가능한 한 직접 고치려 노력하

는지, 아차실수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안전한 작업을 

하는 동료를 보면 주의를 줄 것인지, 불안전하게 작업하는 동료에게 바른 방법을 

알려 줄 것인지, 다른 작업장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작업장이 좀 더 안전한지, 현장

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첫째 우선순위로 하는지, 적절한 안전훈련을 받았는

지, 본인이 작업하는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든 근로자는 만

일 작업 관행이 관찰/녹화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대로 작업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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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영주(2005)는 안전의식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

세이며 일정한 보수에 대한 기대가 실현된 정도와 소속된 직장이나 상사나 선배 동

료들에 대한 신뢰감, 애착, 친근감 등의 동일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안전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로 안전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처리방식, 안전과 

공정 중요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측정한다고 하였다. 동일한 도구를 

수정하여 안전의식을 위험처리방식, 안전교육 효율성, 안전에 대한 이해도, 안전규

칙 엄격성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오수언(2015)은 안전의식의 측정항목

으로 안전교육 효율성. 안전에 대한 이해도, 작업조건, 안전처리방식, 안전과 공정의 

중요도 등을 이용하였다.

  Clarke(2000)와 Neal and Griffin(2006)은 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자율적인 안전행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안전의식과 안전

풍토는 안전사고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결국 조직에 형성된 부

정적인 안전풍토는 안전절차 등을 무시하는 안전의식의 영향으로 부주의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오수언, 

2018).

  심철우(2013)는 안전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안전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하는 불안전 행동이며 불안전한 행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작

업자의 낮은 안전의식 수준이 원인이 되므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은(2013)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재해발생빈도가 낮아

지고 재해 예방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안전의식이 높다는 것은 위

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뜻하며, 안전행동을 위한 안전태도

와 안전에 대한 주의력이 높다는 것이다. 이희택(2010)은 안전의식이 높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높고 안전규정 및 절차를 지킬 가

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

  박성우(2004)는 안전의식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문채(2000)는 안전관리 예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와 휴식시간 안전에 대한 인식, 동료와의 협조 등을 도출하였으며 근로자의 안

전에 대한 인식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우선 조건임을 주장하였다. 김영주

(2005)와 박대성(2005)도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이 재해발생

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하였고, 안전의식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하여 

사고발생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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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국 등(2011)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단순히 안전만을 강조함으로써 향상되

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조직체를 구성하고 안전에 관한 지식

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의식이 제고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안전의

식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병행 제공되어야 하

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안전 관련 정책과 기술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3 절 안전문화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안전에 관한 과학적 

논쟁에서 나타났다(Cooper, 2000). 새로운 개념인 안전문화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1986)의 체르노빌 사고 분석 후 발간한 보고서에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종사자와 조직의 태도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전문화란 사업자나 

개인이 작업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의 하나로써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을 통칭하는 개념이다(Cox 

& Cox, 1991). IAEA(1991)의 발표에 의하면 안전문화의 주요 요소는 개인 차원, 

관리자 차원, 그리고 정책 차원의 요인들로 정리된다. 또한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필요한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고, 각 계층의 관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모든 조직구성원들도 안전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안전보건공단(2010)에서는 "안전문화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구성원 각자에 충만되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태도 등 총체적인 의미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Hopkins(2006)는 안전문화가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핵시설안전자문위원회(ACSNI: Advisory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에서는 조직 내 안전문화란 "조직의 안전보건관리 문제에 

대한 몰입도와 형태와 효율성 등을 결정짓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태도, 신념, 인지, 

역량, 행동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Pidgeon, Leary, Johnston, McDonald & Fulle(1994)는 안전문화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조직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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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규범, 태도, 역할 및 사회적, 기술적 실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Reason(1998)은 이상적인 안전문화를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체계를 추진시키는 엔진으로 은유적 묘사를 하고 있으며, 안전문화는 

개별적인 사고가 아닌 조직적인 사고의 인과관계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 업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로 조직 및 관리 요소인 안전문화 부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McDonald, Corrigan, Daly, & Cromie, 2000)고 보았으며,  

Richter and Koch(2004)는 문화적 구분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통합, 차별화, 

분화를 제시하여 항공정비 조직의 안전문화를 분석하였다.

  교통안전공단(2008, 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는 

산업분야가 워낙 다양하므로 모든 분야에 통용되거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안전문화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 

항공보다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조직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함

  - 집단 또는 집단의 상위의 개념이며 집단 간 또는 전체 조직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 감독관리 및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것에 한정된 사안을 넘어서 

안전에 관한 조직의 공식적 표방

  - 에러, 준사고, 사고 등을 통한 교훈을 얻고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직의 

의지가 있을 때 나타남

  - 일반적으로 보상 체계와 안전수행 사이의 유사한 연관성이 있을 때 나타남

  - 안전문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영속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음

  영국의 보건안전국(Health Safety Commission: HSC)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문화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 태도, 능력, 그리고 

행동양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다. 안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전문화란 조직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치, 믿음, 규범, 정책과 리더쉽의 

조화를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안전문화는 조직 내의 모든 안전보건문제와 관련한 

인지, 평가, 활동으로 특정지어진다“ 고 되어 있다(강정식, 2018). 영국의 

보건안전국에서 연구 개발된 안전문화 성숙도 모델(Safety Culture Maturity 

Model : SCMM)은 해양 오일과 가스 산업 분야에 안전 개선을 위한 업계의 

시도로 이루어 졌으며(The Keil Centre 2001), Paulk, Curtis, Chris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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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1993)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해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에서 처음 개발한 기능 성숙도 모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전문화 

성숙도 모델은 조직이 현재의 안전 성숙도와 더 높은 안전 성숙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조직에서 여러 수준의 안전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10가지 요소(경영진 의지와 가시성, 의사소통, 생산성과 안전성, 

학습 조직, 안전 자원, 참여, 안전에 관한 인식 공유, 신뢰, 노사 관계와 직업 만족, 

교육)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 보건안전국은 좋은 안전문화의 지표로 

안전에 대한 관리자들의 깊은 관심, 안전 관련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주인 의식과 

자발적 참여, 작업자들과 관리자들과의 신뢰, 좋은 의사소통, 유능한 인력 등을 

들었고, Glendon et al.(2006)은 좋은 안전문화는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김근영 외(201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안전문화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안전에 대한 가치, 규범, 행동 및 시스템을 안전문화의 요소로 규정하고 안전문화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관한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 모두가 준수되는 

것”이라고 재정의 하였다.

  안전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trust)은 안전문화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관문이며, 안전문화는 조직과 사람과 기계 사이에서 사고와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안전문화란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엔진의 

역할을 말하며, 작업장의 위험요소와 인간과 기계가 실패할 것을 조직원들에게 

깨우치는 역할을 하며, 실패의 경험 없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안전문화는 실수와 아차실수를 솔직히 말해도 되는 믿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의해 이룩할 수가 있으며, 비난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문화이며, 단지 고치는 것보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향상을 유도하거나 추정하는 문화이다. 안전문화의 특성은 알려주는 문화이며, 

배우는 문화이다. 안전문화로 인한 주된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게 되는 것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다(강정식, 2018). 

  안전문화의 첫 단계는 이러한 안전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안전 행동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노력과 불안전한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문화의 둘째 단계는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것은 ① 문제의 파악, ② 

인명과 기계의 보호, ③ 기능(function)의 분리(separation), ④ 정보의 

환류(feedback), ⑤ 쉬운 보고서의 작성법 등이다(강정식, 2018).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INSAG(International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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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Group)은 체제 및 관리 책임과 개인의 자세를 제시하였는데 개인이 

안전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전에 안전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숙지하고 위해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개인이 업무절차의 이해와 준수, 

예측되지 않은 것에 관한 경계, 문제의 발생 시 과정 중단과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신중하고 엄격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INSAG, 1991).

이종석 외(2012)의 “우리나라 철도 안전문화 측정프로세스 개발연구”에서 개발한 

우리나라 철도 안전문화 지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 안전관리체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는 철도운행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철도사고의 

위험요소(사고원인)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 대책을 수립하여 운행상의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으로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직의 경영지침(안전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철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SMS는 Plan(계획) → Do(실행) → 

Check(점검) → Act(조치)의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이종석 

외, 2012).

  김준태(2016)의 연구 논문에 철도근로자의, 철도 안전문화실태 요인별 분석에 

의하면, 철도 안전문화실태에서 철도 경영자들은 철도안전에 있어 불안전한 철도 

관행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미흡하며, 철도 안전모임을 통한 철도안전에 대한 

토의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철도안전보다는 생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철도 근무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철도 근무자들이 철도안전훈련을 통한 직장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으로 

철도안전훈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철도안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낮은 것으로 보아 경영진들은 철도 근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철도안전의 근로자 참여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철도 안전문화에 있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경영진들의 의식변화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조사하였다(김준태, 2016).

  Reason(1997)이 안전문화를 설명하는 하위분류로 5가지 구성요소인 보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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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문화, 공정문화, 정보문화, 유연문화를 기반으로 설문항목을 작성하였다. 

Reason(1997)의 안전문화를 측정하는 하위 구성요소 5가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습문화는 직원들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성장시키고, 향상시키는 

곳에 존재한다. 모든 경험은 학습의 순간이 될 수 있으며 정보 공유가 핵심이다. 

강력한 보고문화가 없으면 학습은 어려울 것이다. 구성원들은 그 조직의 

안전정보시스템으로부터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요구가 나타났을 때 주요 개혁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문화를 

의미한다(이강준, 2008).

  둘째, 보고문화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실수나 사고를 반드시 보고하고 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이며, 보고문화는 공개적인 의사전달과 안전 관련 

정보보고가 장려될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곳에서 존재한다. 지상직원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작업에 가장 가깝고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러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한다.

  셋째, 공정문화는 공정함이 퍼져있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듣고 항상 

배울 무언가가 있는 곳이다. 명예, 윤리 및 리더십은 공정문화의 핵심이다. 어느 

특정인에게 편파적이지 않고 모두를 소중하게 인식하며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이다. 서로를 믿는 분위기가 존재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과 허용되는 것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있으나 잘못이 있어도 안전관련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독려하며 또는 보상을 해주는 문화를 

의미한다.

  넷째, 정보문화는 경영자가 작업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지식은 다양성 및 과제에 

관한 전문가에 의해 지지되며 조직의 안전을 결정한다. 시스템 운영자와 관리자는 

기술, 사람, 조직, 환경 요인 등 전체에서 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현황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유연문화에서 리더십은 의사결정을 하는 직원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계층화된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의 적응 및 전환을 유도할 것이며 상아탑적 

위임에 비해 현장 의사결정에 적응한다. 교차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대체되며 

기존의 위계적 상하 구조에서 전문적인 수평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안전문화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로서의 안전풍토를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15-

안전문화(안전풍토)의 인지가 잘 되면 그 영향으로 인적자원과 인재 보유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잘된 안전관리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소속 조직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의견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직무만족에 좋은 영향과 그에 

따라 유능한 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전문화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WorkSafe NEWSLETTER, 2007).

  비교적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안전문화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개인의 안전의식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구성원들은 그들의 안전에 관한 제안을 회사에서 

수용하고 중요하게 반영하면 생산성이 향상되며 더 큰 만족을 하였으며 

조직몰입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몰입과 교육훈련, 의사소통 등을 통해서 

안전문화가 잘 형성되는데 그에 따라 노련한 숙련공들의 이직률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하였다(이경재, 2014). 조직의 안전문화는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이 있었으며 조직의 

안전에 관한 중요성과 안전교육, 경영진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등은 구성원의 

직무태도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조직에 안전문화 

확립은 근로자가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내적인 만족이 향상한다고 

하였다(이경아·이재희·오세진,2011). 운송용 조종사의 조직시민행동이 직업만족도와 

안전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안전문화는 개인의 안전 태도나 동기가 안전행동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의 안전문화가 직접적인 안전행동을 일으키기 보다는 개인에게 영향을 

줌으로서 안전행동이 나타나 안전행동에 관한 직접적 보다는 개인적 변인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김근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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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셀프 리더십,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3-1>의 연구모형에서는 셀프 리더십이 안전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안전의식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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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2.1 셀프 리더십과 안전의식의 관계 

셀프리더십은 자율성과 자기창조, 자기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이론이다. 선

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이 개인의 성과나 조직몰입, 유효성에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기업 환경에서는 창의력과 자발성, 책

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과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과업의 성

격이나 조직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한 셀프리더십이 요구된다. 셀프리더십에서 말하

는 통제는 궁극적으로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통제이다.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목표와 평가, 보상 등의 요소를 구성원 자신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즉 구성원에 대한 모든 통제는 궁극적으로 자율 통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셀프리더십 연구의 대부분은 셀프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의식 관련 연구에서 홍순남(2018)은 셀프리더십이 안

전보고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임준묵(2011)은 셀프리더십이 안

전관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1: 셀프 리더십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자기목표 설정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기보상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자기반성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자기관찰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자연적 보상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자기상상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자기신념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 관계 

김준태(2016) 연구에서는 철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안전의식 및 

철도안전문화의 영향 분석에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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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출하였다. 강정식(2018)의 연구에서도 안전의식 향상은 철도 안전문화 개

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명되었고, 이것의 의미는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불

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관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므로 이것이 철도 안전문

화가 개선되고 그 결과는 철도사고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에 

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안전의식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의 관계 

  권병모(201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항공정비사들을 대상으로 셀프 리더십이 

항공정비조직의 안전문화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셀프 리더

십이 조직효과성 보다 안전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술

하면, 셀프리더십의 자기목표/상상 요인은 안전문화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의 자기목표/상상, 자연적 보상, 자기반성요인은 안전

문화 중 학습/보고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 요인 중 자연

적 보상만이 안전문화 중 유연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

더십의 자기목표/상상 요인은 안전문화 중 정보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셀프 리더십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자기목표 설정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자기보상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자기반성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자기관찰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자연적 보상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6: 자기상상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7: 자기신념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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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와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이 안전관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임준묵(2011) 연구, 안전

의식이 안전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준태(2016)와 강정식(2018)의 연구,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병모(2017)의 연구를 기반으

로 셀프 리더십이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의식이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

며, 셀프 리더십이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셀프 리더십이 

안전의식을 매개로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4: 안전의식은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안전의식은 자기목표 설정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안전의식은 자기보상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3: 안전의식은 자기반성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4: 안전의식은 자기관찰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5: 안전의식은 자연적보상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6: 안전의식은 자기상상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7: 안전의식은 자기신념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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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셀프 리더

십을 독립변수로 안전의식을 매개변수로 안전문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3.1 셀프 리더십

  1997년 발표된 Anderson & Prussia의 연구 설문지를 발전시켜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이고 타당도가 높은 셀프리더십 측정모형으로 알려진 Houghton(2002)의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를 조직의 업무환경에 맞도록 재해

석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은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관찰, 자연적 보

상, 성공적 업무 수행의 자기상상, 자기 신념 등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한다.

  자기목표설정은 구체적인 목표, 성공적 수행의 상상,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미

래 목표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목표의 기록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자기보

상은 나를 위한 보상여부, 이벤트성 보상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며, 자기반성은 

자책, 질책, 죄책감, 불만 등 4개의 문항, 자기관찰은 업무수행의 기록, 업무수행 인

지도, 관심, 진행상황 점검, 메모, 강항암시사용 등 6개의 문항, 자연적 보상은 유쾌

함, 동료와 친함, 즐기는 것, 나만의 방식 등 5개의 문항, 성공적 업무수행의 자기

상상은 중요업무 처리, 수행 전 상상, 업무성과 상상, 도전적 극복 상상, 도전의 대

처 계획과 준비 등 5개의 문항, 자기신념은 어려운 문제 직면의 극복다짐, 자신의 

믿음, 자기 판단의 정확성, 판단, 타인과 불일치 시 문제성 평가, 믿음과 가정에 대

한 평가 등 7개의 문항으로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권병모,2017).

3.2 안전의식

  안전의식이란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

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로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말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경재 (2013), 김경천 

(2012), 신기령 (2012), 오수언 (2015), 그리고 강정식 (2018) 등의 연구를 바탕으

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시하였고, 안전규정과 절차가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재해는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작업능

률이 좀 떨어져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안전교육 및 훈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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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긴급한 업무라고 해도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3 안전문화

안전문화란 사업자나 개인이 작업 환경에서 '안전 '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

의 하나로써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 인식 , 가치관“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Cox &Cox, 1991). 즉, 안전문화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

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조직 내의 신념, 규범, 태도, 역할 

및 사회적, 기술적 실행으로 정의한다(Pidgeon, Leary, Johnston, McDonald 

&Fulle, 1994). 본 연구에서는 회사가 안전규정을 무시한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

는지, 회사는 직원과 안전문제에 관해 협의하는지, 회사는 무리한 작업 지시로 재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지, 회사는 근무지에서 안전 절차를 숙지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지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오수언, 2015; 오수언·허철무, 2015; 권병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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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방법

4.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증분석을 위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하

였으며 측정도구에 의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성된 설문내용을 

조직구성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3-1>과 같다.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셀프 리더십 35개 문항, 안전의식 5개 문

항, 안전문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반통계분석 내용은 성별, 연령, 학

력, 근무기간, 직책, 회사업종, 회사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문항의 합계는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수 하위변수 문항수 출처

셀프 리더십

자기목표 설정 5

권병모(2017)

자기보상 3

자기반성 4

자기관찰 6

자연적 보상 5

자기상상 5

자기신념 7

안전의식 5

오수언(2015)

오수언·허철무(2015)

강정식(2018)

안전문화 4
오수언·허철무(2015)

권병모(2017)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별, 근무기간, 

직책, 회사업종, 회사규모)
7

<표 3-1> 연구변수별 설문 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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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표집법(convenience sampling)으로 울산지역 소재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응답자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32부

를 받았다. 본 설문자료는 2019년 8월 4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 자료이다. 이들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18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

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기술적 통계처리와 연구가설을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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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집단 빈도수 비율(%)

성별
남자 200 97.7

여자 18 8.3

연령

30대 이하 66 30.3

40대 62 28.4

50대 이상 90 41.3

결혼유무
기혼 193 88.5

미혼 25 11.5

직책

사원/대리 70 32.1

과장/차장 46 21.1

부장 65 29.8

임원 이상 37 17.0

학력
전문대졸이하 37 17.0

대졸이상 181 83.0

직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9 27.1

현업담당자 89 40.8

관리자/팀장/파트장 70 32.1

재직구분

5년 이하 59 27.1

6-15년 51 23.4

16-25년 52 23.9

26년 이상 56 25.7

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1 기초통계분석

  분석대상인 응답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이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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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97.7%, 여자가 8.3%이고, 연

령은 30대 이하가 30.3%, 40대가 28.4%, 50대 이상이 41.3%이었으며, 결혼유무

는 기혼이 88.5%, 미혼이 11.5%이며, 학력은 전문대졸이하가 17.0%, 대졸이상이 

83.0%이며, 근무기간은 5년 이하 37.1%, 6-15년 23.4%, 16-25년 23.9%, 26년 

이상이 25.7%였으며, 직책은 사원/대리가 32.1%, 과장/차장이 21.1%, 부장이 

29.8%, 임원 이상이 17.0%이며, 직무는 안전보건담당자 27.1%, 현업담당자 

40.8%, 관리자/팀장/파트장 3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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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2.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실증 분석에 앞서 복합지수로 구성된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중심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측정지표들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하므로 독립변수, 매개변

수, 그리고 결과(종속)변수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

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

하였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평가기준으로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0.4 이상(한효진, 2011)으로 하였고, 총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50% 이상

(Bagozzi & Yi, 1988)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와 같

다. 요인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자기신념 4개 문항(3개 문항 제거)이 1 이상의 고유

치를 가졌고, 각각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자기상상 3개 문항(2개 문항 제거)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자기보상 3개 문항 모두 1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자연보상 3개 문항(2개 문항 제거)이 1이

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자기반성 2개 문항(2개 문항 제거)

이 1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자기목표 2개 문항(3개 문항 

제거)이 1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또한 자기관찰 2개 문항

(4개 문항 제거)이 1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누적분산비율

이 81.984%로 나타났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 신뢰계수는 자기신념(0.886), 자기상상(0.882), 자기보상

(0.849), 자연보상(0.791), 자기반성(0.800), 자기목표(0.643), 그리고 자기관찰

(0.643)등으로 0.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unnall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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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독립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독립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변수 요인 문항

셀프

리더십

자기신념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 .840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잘 할 수 있다고 다

짐한다.
.825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
.809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나 자신의 믿음을 

따른다.
.794

자기상상

업무수행 전에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상상한

다.
.899

중요업무를 잘 처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881

업무수행 전에 업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831

자기보상

업무결과가 좋을 때는 나를 위한 보상을 한

다.
.855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면 종종 나를 위한 

보상을 한다.
.847

업무결과가 좋을 때는 특별한 이벤트로 보상

한다.
.801

자연보상

나는 일에서 즐길거리를 찾는다. .819

유쾌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788

나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일을 즐긴다. .668

자기반성

업무수행을 잘못한 때는 나를 강하게 질책한

다.
.897

업무수행을 잘못한 때는 자책한다. .896

자기목표

업무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883

미래 목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730

자기관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 

메모한다. 
.831

업무수행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관찰하고 기

록한다.
.736

아이겐값 5.792 2.370 2.067 1.815 1.294 1.178 1.062

누적 분산비율 30.482 42.955 53.833 63.387 70.199 76.397 81.984

크론바흐 알파 계수 0.886 0.882 0.849 0.791 0.800 0.643 0.643

  본 연구에 사용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와 같다. 요인분석결과, 매개변수인 안전의식은 4개 문항(1개 문항 제거)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각각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종속변수인 안전문화는 2개 

문항(2개 문항 제거)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각각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누

적분산비율이 73.0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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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크론바하 알파 신뢰계수는 안전의식(0.864)와 안전문화(0.656)로 0.6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unnally, 1978).

<표 4-3>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독립변수
요인1 요인2

변수 요인 문항

안전의식 안전의식

나는 작업능률이 좀 떨어져도 안전에 주의해야한

다고 생각한다.
.864

나는 안전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855

나는 안전규정과 절차가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

해준다고 생각한다.
.832

나는 긴급한 업무라고 해도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819

안전문화 안전문화

회사는 근무지에서 안전 절차를 숙지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867

회사는 무리한 작업 지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845

아이겐값 2.974 1.411

누적 분산비율 49.558 73.067

크론바흐 알파 계수 0.86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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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ean SD 1 2 3 4 5 6 7 8 9

1. 4.126 0.551 1.000

2. 3.922 0.644 .235** 1.000 

3. 3.283 0.856 .293** .227** 1.000 

4. 3.719 0.626 .489** .346** .360** 1.000 

5. 3.509 0.756 .122 -0.01 .153* .275** 1.000 

6. 4.096 0.536 .364** .013 .256** .238** -0.050 1.000 

7. 3.764 0.655 .418** .204** .394** .374** 0.053 .252** 1.000 

8. 4.564 0.452 .337** .170* .172* .272** 0.093 .483** .429** 1.000 

9. 3.995 0.731 .100 -0.001 .435** 0.120 .165* .089 .248** .191** 1.000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표 4-4>는 가설검증을 위한 선행단계로 연구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연구변수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4>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주) 1.자기신념, 2.자기상상, 3.자기보상, 4.자연보상, 5.자기반성, 6.자기목표, 7.자기관찰, 8.안전의식, 9.안전문화

    *p < 0.05,  **p < 0.01

  위의 <표 4-4>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8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의 자기반성 

요인이 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의 자기신

념, 자기상상, 자연보상, 자기목표 요인은 안전문화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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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독립변수

안전의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p

(상수) 1.783 .288 6.198 .000

자기목표 .354 .052 .420 6.858* .000

자기보상 -.063 .033 -.119 -1.877* .062

자기반성 .066 .035 .110 1.882* .061

자기관찰 .222 .045 .321 4.968*** .000

자연보상 .001 .051 .002 .029 .977

자기상상 .082 .042 .116 1.932* .055

자기신념 .035 .056 .043 .630 .530

R² 0.365

수정R² 0.344

F  17.257***

제 4 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분산팽창요

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VIF의 값이 10을 넘

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유승동, 2001). 연구변수들 

간의 VIF의 값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값이 1.96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은 셀프 리더십과 안전의식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 가설인 

자기목표와 안전의식과의 관계(가설 1-1), 자기보상과 안전의식과의 관계(가설 

1-2), 자기반성과 안전의식과의 관계(가설 1-3), 자기관찰과 안전의식과의 관계(가

설 1-4), 자연보상과 안전의식과의 관계(가설 1-5), 자기상상과 안전의식과의 관계

(가설 1-6), 그리고 자기신념과 안전의식과의 관계(가설 1-7)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표 4-5>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p < 0.10,  **p < 0.05,  ***p < 0.01

검증 결과,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목표가 안전의식에 대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β=0.420,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보상은 안전의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119, p<0.1)에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반성은 안전의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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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독립변수

안전의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p

(상수) 2.587 0.495 5.221 0.000

안전의식 0.309 0.108 0.191 2.858*** 0.005

R² 0.036

수정R² 0.032

F 8.165***

준(β=0.110, p<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관찰은 안전의

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321,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상상은 안전의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116, 

p<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1, 1-2, 1-3, 1-4, 1-6

은 채택되었고, 가설 1-5와 1-7은 기각 되었다.

  가설 2는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 4-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안전의식은 안전문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191, p<0.01)에

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4-6>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p < 0.10  **p < 0.05  ***p < 0.01

    가설 3은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 가설

인 자기목표와 안전문화와의 관계(가설 3-1), 자기보상과 안전문화와의 관계(가설 

3-2), 자기반성과 안전문화와의 관계(가설 3-3), 자기관찰과 안전문화와의 관계(가

설 3-4), 자연보상과 안전문화와의 관계(가설 3-5), 자기상상과 안전문화와의 관계

(가설 3-6), 그리고 자기신념과 안전문화와의 관계(가설 3-7)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 결과,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보상이 안전문화에 대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β=0.420,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반성은 안전문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115, p<0.1)에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관찰은 안전문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β=0.187,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2, 1-3, 

1-4는 채택되었고, 가설 1-1, 1-5, 1-6, 1-7은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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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안전문화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p

(상수) 2.779 .510 5.445 .000

자기목표 -.030 .092 -.022 -.329 .742

자기보상 .350 .059 .410 5.909*** .000

자기반성 .111 .062 .115 1.785* .076

자기관찰 .209 .079 .187 2.638*** .009

자연보상 -.078 .090 -.067 -.870 .385

자기상상 -.108 .075 -.096 -1.446 .150

자기신념 -.065 .100 -.049 -.653 .515

R² 0.236

수정R² 0.210

F 9.246***

<표 4-7> 가설 3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p < 0.10  **p < 0.05  ***p < 0.01

  가설 4는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의식의 매개효과에 관

한 것이다.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and 

Kenny(1986)는 매개작용을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하고  매개작용이 성립되

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1) 1단계에서 독립변수는 매

개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2) 2단계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3) 3단계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쳐야 한다. (4) 매개변수를 포함한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의 영향은 조건(3)의 경우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감소한 경우는 부분매개효

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혀 없는 경우는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4-8>는 안전의식의 매개작용 검증을 위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1단계에서 셀프 리더십의 자기목표,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관찰, 자기상상 

요인은 안전의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420, p<0.01; β=-0.119, 

p<0.1; β=0.110, p<0.01; β=0.321, p<0.01; β=0.116, p<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회귀분석 조건(1)이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안전의식은 

안전문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191,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회귀분석 조건(2)가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셀프 리더십의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관찰 요인은 안전문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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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

(독립->매개)

2단계

(매개->종속)

3단계(독립,매개 -> 종속)

매개통제(O) 매개통제(X)

자기목표 .420*** -.022 -.082

자기보상 -.119* .410*** .427***

자기반성 .110* .115* .099

자기관찰 .321*** .187*** .141*

자연보상 .002 -.067 -.068

자기상상 .116* -.096 -.112*

자기신념 .043 -.049 -.055

안전의식 0.191*** .143*

R² 0.365 0.036 0.236 0.249

수정R² 0.344 0.032 0.210 0.220

F 17.257*** 8.165*** 9.246*** 8.646***

=0.410, p<0.01; β=0.115, p<0.1; β=0.187,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회귀분석 조건(3)이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의 안

전문화에 대한 안전의식을 동시 투입한 셀프 리더십(자기반성, 자기관찰)의 영향이 

매개회귀분석 조건(3)에 비해 전혀 없거나, 감소하여(β=0.187, p<0.01에서 β

=0.141, p<0.1) 매개회귀분석 조건 (4)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셀프 리더십의 

자기반성 요인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 리더십의 자기관찰 요인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이 부

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4-1은 지지되었다.

<표 4-8> 가설 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p < 0.10  **p < 0.05  ***p < 0.01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셀프 리더십의 자

기목표,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관찰, 자기상상 요인은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의식은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셀프 리더십의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관

찰 요인은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자기반성과 안

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관찰

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 리더십의 자기반성 요인의 안전의식을 매개로하여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관찰은 안전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

고 안전의식은 다시 안전문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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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채택여부

가설 1 셀프 리더십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1-1 자기목표 설정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2 자기보상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3 자기반성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4 자기관찰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5 자연적 보상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6 자기상상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7 자기신념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 안전의식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셀프 리더십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1 자기목표 설정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2 자기보상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3 자기반성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4 자기관찰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5 자연적 보상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6 자기상상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7 자기신념은 안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4 안전의식은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부분채택

<표 4-9>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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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1 안전의식은 자기목표 설정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4-2 안전의식은 자기보상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4-3 안전의식은 자기반성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4-4 안전의식은 자기관찰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4-5 안전의식은 자연적 보상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4-6 안전의식은 자기상상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4-7 안전의식은 자기신념과 안전문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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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체 

종사자 등 우리 사회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의 연구는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이 주요 관심사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

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조직에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구성원들의 의식 향상을 위하여 셀프 리더십의 도입이 필요

한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많은 국내 기업 등 조직들이 안전보건경영시스

템을 도입하고 있고, 도입한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전의식

과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어떤 메카니즘을 거쳐야 하는지에 이슈가 제기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셀프 리더십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셀프 리더십, 안전의식, 안전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종합적으

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의 매

개역할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자기목표 실정,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관찰, 자기상상은 안전의식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연적 보상과 자기신념은 안전의식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연적 보상과 자기신념이 기

각된 이유로는 조직구성들이 유쾌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마인드(자연보상)와 

어려운 상황 및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자기신념)이 부족하며, 

이것이 안전의식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셀프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및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준묵(2011)이 제시한 셀프 리

더십이 안전관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홍순남(2018)이 제시

한 셀프 리더십이 안전보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둘째, 안전의식은 안전문화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업무 시 

안전 중시,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규정 및 절차 숙지 등의 안전의식은 근무자에 대

한 안전을 챙기는 안전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이진호(2016)가 제시한 안전의식이 안전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와 동일하다.



-37-

  셋째, 자기보상, 자기반성, 자기관찰은 안전문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목표 설정, 자연적 보상, 자기상상, 자기신념은 안전문화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목표 설정, 자연적 보

상, 자기상상, 자기신념이 기각된 이유로는 조직구성들이 유쾌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마인드(자연보상)와 어려운 상황 및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자기신념), 그리고 미래 업무목표 설정(자기목표) 및 자신의 성공적인 업무처

리에 대한 상상(자기상상)이 부족함으로써, 이것이 회사의 안전문화에 대한 무관심

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셀프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업무목표 및 

미래 목표 설정 그리고 자신의 업무처리모습/성과에 대한 상상(자기체면)을 하는 교

육훈련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및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고취시

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병모(2017)가 제시한 셀프 

리더십의 하위요인들이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넷째,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 간에 안전의식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자기반

성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이 완전매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관찰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은 부분매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자기목표 설정, 자기보상, 자연적 보상, 자기상상, 자기신념과 안전문화 

간의 있어서 안전의식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잘못된 업무수

행에 대한 강한 질책과 자책(자기반성)은 업무 시 안전 중시, 안전교육 및 훈련 참

여, 안전규정 및 절차 숙지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하여 회사는 근무

자에 대한 안전을 염려하고 챙기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관찰,메모,기록하는 자기관찰은 안전의식을 통해서 안전문

화 정착에 기여하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셀프 리더십이 안전의식을 

매개로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통합된 연구모형을 처음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최근 안전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셀프 리더십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셀프 리더십 중 자기목표 설정, 자기관찰, 자기상상, 자기반성, 자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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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중요하며, 이것은 업무수행 시 업무 목표 및 성과를 분명히 하는 것과 업무

수행 항목들에 대한 메모 및 진행사항 관찰 기록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자기보상, 자기관찰, 자기반성 순으로 중요하

며 이것은 업무수행 시 성공적인 업무결과에 대한 보상과 업무수행 목록에 대한 메

모 및 관찰 기록, 그리고 업무수행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안전문화 정착에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셀프 리더십의 자기관찰과 자기반성 요인은 직접적으로 안

전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한 안전의식을 매개로 하여 안전문화에 더 높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안전의

식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교육과 함께 셀프 리더십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서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이러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어 향후 연구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이 일부지역 기업 및 조직

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분야와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하여야 할 것

이다. 수집된 자료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방법

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선행변수들이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에 대한 인과관계 과

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셀프 리더십과 안전문화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의식, 안

전교육, 상사신뢰 등과 같은 검증된 매개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가능성 있는 선행변

수 및 결과변수, 예를 들면,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안전 리더십, 안전경영

활동, 안전풍토, 안전분위기, 안전행동, 안전성과, 경영성과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조절변수에 대한 도전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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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셀프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

낌이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자기목표

설정

1. 업무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자신의 업무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미래 목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보상

6. 업무결과가 좋을 때는 나를 위한 보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결과가 좋을 때는 특별한 이벤트로 보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면 종종 나를 위한 보상을 한

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반성

9. 업무수행을 잘못한 때는 자책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업무수행을 잘못한 때는 나를 강하게 질책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업무수행을 잘못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업무수행을 잘못하면 불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관찰

13. 업무수행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평상시 업무수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업무수행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업무의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챙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 메모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기억을 위해 강한 암시(메모나 리스트)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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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리더십】계속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자연적

보상

19. 유쾌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는 동료와 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일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일에서 즐길거리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상상

24. 중요업무를 잘 처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업무수행 전에 업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

다.
① -② -③ -④ -⑤

26. 업무수행 전에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도전적인 업무도 잘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신념

29.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잘 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나 자신의 믿음을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33. 업무수행 중 문제에 대해 내 판단이 정확했는지 평

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다른 구성원과 불일치할 때 내가 문제가 없는지 평

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의 믿음과 가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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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

고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안전의식

나는 긴급한 업무라고 해도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안전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작업능률이 좀 떨어져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안전규정과 절차가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대부분의 재해는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안전문화

회사는 안전규정을 무시한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회사는 직원과 안전문제에 관해 협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회사는 무리한 작업 지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회사는 근무지에서 안전 절차를 숙지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설문을 완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 혹은 ○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세

3. 귀하의 결혼유무는?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5. 귀하의 직책은?  ① 사원/대리    ② 과장/차장   ③ 부장   ④ 임원   

6. 귀하의 현 직장 재직기간은?  (            )년  

7. 귀하의 직무는?  ① 안전보건담당자   ②  현업담당자    ③ 기타 (               )

끝까지 설문에 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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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Culture

Min, Kyung-Rok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Dr. Jang, Gil-Sang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culture for organizational members including companies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empirical analysis focused on the role of safety awarenes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relation to self-leadership and 

safety cultur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proposed, a 

research hypothesis was established, and hypotheses based on previous 

studies were verified. Looking a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self-leadership affects the safety culture, and safety awareness is used as a 

parameter in this process.

  For this study, we surveyed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orking at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Ulsan.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42 copies were collected. Of those, 218 were used for this 

study except for unsatisfactory respons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SPSS 24.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Self-fulfillment, self-compensation, 

self-reflection, self-observation and self-imagination fact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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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safety consciousness. Safety 

conscious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safety culture. 

Self-reward, self-reflection, and self-observation factors of self-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safety cultur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role of safety consciousness between self-leadership 

and safety culture, it was found that safety consciousnes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and safety culture. It 

has been shown to perform partial mediation.

  

Key words: Self-Leadership, Safety Consciousness, Safety Culture.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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