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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전은 사고나 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도록 하는 상태로서 외부의 여러 환경적 상황에서도 

사람과 재산의 상해와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것을 의미한다1).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은 조직구성원들의 권리로 인식되어

가고 있고 조직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환경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

음에도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

업장에서의 안전은 개인 및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작업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개

연성이 높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러

한 안전 환경은 작업자의 사기저하 등을 낳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사고

는 안전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작업조건 때문에 젊은 수리공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법과 제도의 문제로 돌

릴 수도 있지만, 조직에 존재하는 안전에 대한 암묵적 

불감상태도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즉, 조직이 안

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풍토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아

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고는 작업현장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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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직무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

구는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서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원의 공통된 가치, 그 중

에서도 안전에 대한 풍토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업장에서의 안전은 조직에서 안전풍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안전풍토는 조직에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지각을 

말하며,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몰입으로 이해된다2). 조

직에서 안전풍토에 관련된 과거의 연구는 주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과에 대한 안전풍토의 역할에 맞

춰졌다. 안전풍토는 일반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성과를 

향상시킨다3). 구체적으로 안전풍토는 작업장에서 근로

자의 안전행동, 안전프로그램 참여율, 사고율에 영향을 

미친다4). 안전풍토는 안전에 대한 지각이 사고율, 근로

자의 안전순응이나 안전행동과 관계가 있다5). 즉 안전

풍토와 같은 요인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안전풍토는 조직이 추구

하는 최종적 성과보다는 조직의 인적, 물적 자산을 온

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

하기 위해 중시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구성원의 조직행동 및 태도에 

대한 조직의 안전풍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풍토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 및 태도, 구성

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책임감 

등에 영향을 준다. 안전풍토가 안전관련 결과물뿐만 

아니라, 조직몰입과 근로자의 웰빙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제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직의 안전풍토에 대한 인식

이 종업원 개인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이경재등). 그런데 안

전풍토와 안전문화는 많은 공통분모가 있어 선행연구

에서는 엄격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안전풍토가 주어진 시기에 안전에 대한 구

성원의 인식이라면, 안전문화는 특정한 기간이 아닌 

장기간 동안의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Falcione & Kaplan). 이러한 관점은 조직풍토가 

개인의 감정 및 태도에 관련된 인식인 반면, 조직문화

는 개인보다는 집단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를 연구한 박계형과 이경재와 송광

선의 연구에서는 안전풍토를 안전문화의 하위요인으

로 간주하여 실제 선행연구에서는 안전풍토가 안전문

화를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위와 같은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즉 안전풍토

를 장기간의 안정적 인식인 안전문화와 구별되는 개념

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조직신뢰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태

도 변수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변수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조직 내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서의 안전 풍토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 기반 하여 조

직 구성원의 직무태도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안전풍토의 영향, 그리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풍토가 단순히 조직의 안전성과뿐만 아니라 조직 

내 개인의 행동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

낼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안전풍토

안전풍토(Safety Climate)는 작업장에서 안전과 관련

되어 조직 구성원이 가지는 공통된 인식을 의미한다7). 

안전풍토는 작업환경안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공통적

으로 인식하는 안전의 가치와 이에 대한 신념 등 일상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안전풍토는 안전행동과 안전관련 사

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8). 

그런데 안전풍토는 조직 구성원의 안전관련 행동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태도, 의사소통, 교육, 

책임감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해 안전행동 이외의 조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9). 안전풍토의 정도가 높은 조

직구성원은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과 웰빙 (Well-being)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처럼 안전풍토는 안전

과 관련된 실질적 성과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2.2 직무만족

McCormick과 Tiffin은 직무만족을 직무를 통해서 얻

어지는 자아실현의 감정과 욕구만족에 대한 정도로 간

주하고 직무결과에 대한 가치 있는 성취욕이라고 정의

하였다11). Beatty와 Schneider는 직무만족에 대해 종업

원의 개인별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감정으로, 직무 가

치를 달성하고 촉진시킨다고 보았다12). 따라서 직무만

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직무가 조직구성원

이 바라는 업무에 대한 욕구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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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tchard와 Karasick는 제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전관련 업무 조건과 관련된 조직풍토의 

차원들이 그들의 직무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3). 대학 강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

족과 조직풍토의 관계에 대한 Jyoti의 연구에서도 직무

만족은 조직풍토와 높은 수준의 상관(.57)을 가지며, 

인사관리의 타당성, 직무 명확성 등 조직풍토의 모든 

요인이 조직풍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14). 선행연구는 조직풍토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조직의 

안전풍토가 높게 되면, 구성원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

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는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곧 직무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구성원의 조직 안전풍토 인식이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가설 1> 종업원의 조직안전풍토인식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개인이 가지는 조직의 목표 및 가치에 대

한 강한 신뢰와 애착으로서 조직에 남아서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욕구이다15). 조직에서의 구성원

의 몰입은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개인특성16), 직무

특성17)과 더불어 최근에는 조직의 풍토, 그 중에서도 안

전풍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풍토는 구성원에게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관

련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몰입, 이

직의도, 나아가서는 근로자 웰빙 등의 구성원 태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18). 또한 조직몰입, 경영자 참여, 종

업원 위임, 보상체제와 보고체제 등을 예측하는 변수

로서 안전풍토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풍토

와 이를 구성하게 되는 종업원의 인지 등의 요인들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안전풍토는 특

히 안전의 중요성이 필연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다. 위의 논

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조직 안전풍토 

인식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가설 2> 종업원의 조직안전풍토인식은 조직 내 개

인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조직신뢰

신뢰는 구성원들이 보편적 가치규범에 의거하여 타

인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하려는(Voluntary Associations) 

행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19). 신뢰는 대인신뢰와 조

직신뢰고 구분될 수 있는데, 조직신뢰는 구성원으로서

의 개인이 자신의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로서 조

직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동에 대한 노력이며 조직

에 대한 구성원의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20). 조직신

뢰는 최근 조직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연구

되고 있다.

조직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행동변화뿐만 아니라 조

직전체의 성과향상을 일으킬 수 있다21). 우선 신뢰는 

조직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22). 또

한 신뢰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협력적 행동을 강화시

키기도 한다23). 뿐만 아니라, 조직신뢰는 조직이 필요

로 하는 개인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조직신뢰는 조직의 목표달성과 조직구성원들

의 직무만족 및 동기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24). 조직신뢰의 영향요인은 그 범위가 넓다. 개인

적 특성과 조직의 특성이 혼합된 형태가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업무태도 뿐만 아니라 공정

성 및 안정성 또한 조직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

다고 보았다25). 그러나 조직신뢰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로 조직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왔다26). 조직의 특성 중에서 조직의 개방성, 정책

의 일치성, 핵심가치의 공유, 자율성의 보장, 그리고 피

드백 등이 조직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27). 

조직신뢰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 

행동을 매개하는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조직 내 구성원 행동 중에서 성과적 특성으로 간

주되는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조직몰입과 그 

선행요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로서 조직신뢰가 주

목 받고 있다. 특히 조직신뢰는 절차공정성과 조직시

민행동의 관계28)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과 직

원참여행동29)을 매개하는 등, 조직공정성과 조직 내 행

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변수인 안전풍토와 직무만족은 신뢰라는 매개변수

에 의해 그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조직이 

높은 수준의 안전풍토를 갖고 있다면 구성원 스스로 

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이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조직에 대한 신뢰는 

조직의 안정성과 구성원 개인의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

을 미친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풍토가 조직신

뢰를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가설 3> 종업원의 조직안전풍토인식이 조직 내 개

인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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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조직신뢰는 인적자원관리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촉매제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

다31). 그런데 이러한 조직신뢰가 최근 조직몰입, 직무

만족 등과 같이 조직성과의 성격을 갖는 구성원의 직

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

다. 더 나아가서, 조직신뢰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인

식과 조직에서 구성원의 구체적 행위를 매개하는 변수

로서 자주 언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신뢰

가 조직의 안전풍토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4> 종업원의 조직안전풍토인식이 조직 내 개

인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신

뢰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조직의 안전풍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조직성과의 행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자 하였

다. 특히 구성원의 조직신뢰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 그림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

본 연구를 위해 안전관련 사고가 비교적 많고 그만

큼 안전이 중시되는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도, 울산광역시 소재의 제조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을 실시하였다. 총 51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외국투

자기업 근로자의 231부를 포함하여 총 417부를 회수하

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401부를 본 연

구의 분석에 투입하였다.

3.3 평가도구

종업원의 조직안전풍토인식에 대한 측정도구로 

Sexton 등32)의 임상 분야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안전

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19문항 중 제조업체와 관

련이 있는 10문항을 선별하고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응

답을 위해 박계형33)이 재구성한 것을 적용하였다. 설문

문항으로는 “회사는 생산성 향상보다 안전성 향상을 

우선시 한다.”, “우리 회사의 주변 동료들은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준다.” “우리 회사는 안전에 관한 건의를 

하면 관리·감독자가 이를 실천해 준다.” 등이 있다. 박

계형의 연구에서는 .909, 본 연구에서는 .938의 신뢰도

를 나타냈다.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들이 직무로부터 경험되거나 유

래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가 각 개인별로 다른 형태

로 나타난다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MSQ의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박아이린34)이 검정한 것으로 김태현35)이 연

구에 적용한 것을 사용하여 총 20문항을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몰입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llen 과 

Mayer36)의 3요소 모델(18문항)을 근거로 안성진37)이 적

용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조직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두열38)

이 McAllister39)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10문항 사

용하였으며,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로는 “내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다면 우리 회

사는 나를 지원하고 보상해 줄 것이다.” “나는 우리 회사

에 섭섭한 것이 있을지라도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이다.” “나는 우리 회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회사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917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직신

뢰,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안전풍토의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조직신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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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29명(82.1%), 여자 72명

(17.9%)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제조업 인구

분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은 

20대가 46명(11.5%), 30대가 169명(42.1%), 40대가 139명

(34.7%), 50대가 47명(11.7%)를 보였다. 직급은 현장 근로

자가 96명(24.0%)이었고 사무직 사원 79명(19.8%)를 포

함한 사무직이 305명(76%)를 차지해 대체로 사무직 응답

자가 많았다. 해당 기업의 종업원수는 99명 이하가 170명

(42.4%), 100명~299명이 177명(44.4%)으로서 규모가 작

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업태별

로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근로자가 183명(45.6%), 기계금

속 제품제조 근로자가 71명(17.7%)를 차지했다. 특징적

인 것은 본 연구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가 전체 401

명 중 53.6%인 215명을 차지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가 소수임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

고 할 수 있다.

4.2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신뢰도(reliability)는 특정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

정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Nunnally40)는 안정적인 신뢰도로서 .70 이상을 제시하였

으나 일반적으로 .60 이상이면 분석가능한 수준으로 받

아들여진다.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변수 별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60을 넘어 분석에 투입하였

다. 본 연구의 요인추출 모델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

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서 직각회전 중 

Varimax 방식을 택하였으며, 이 때 요인의 수는 아이겐값

(Eign value)이 1 이상인 범주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for safety climate

Division
Survey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safety
climate

8 .87 .94

3 .82

10 .82

2 .81

9 .80

7 .79

1 .79

5 .68

6 .68

4 .68

Eigen values 6.05 Total

explained variance % 60.05 60.05

Table 2. Factor analysis for organizational trust

Division
Survey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Organizational 
trust

3 .85 .92

4 .85

2 .84

1 .82

5 .81

8 .76

7 .70

6 .46

Eigen values 4.72 Total

explained variance % 59.05 59.05

Table 3. Factor analysis for job satisfaction

Division Survey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Factor 2 Factor 3

 

9 .78 .21 .17 .89

11 .69 .35 .13

8 .63 .36 .29

7 .64 .16 .32

3 .55 .29 .26

20 .52 .48 .27

2 .56 .12 .18

4 .46 .36 .45

18 .45 .44 .19

 

14 .09 .72 .32 .88

17 .34 .68 .22

13 .15 .64 .28

16 .42 .62 .17

19 .43 .59 .34

12 .38 .54 .38

10 .45 .46 .17

15 .16 .35 .09

 

6 .37 .33 .75 .86

5 .33 .39 .75

1 .35 .31 .40

Eigen values 4.22 3.99 2.36 Total

explained variance % 21.06 19.89 11.77 52.70

4.3 상관분석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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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Division
Survey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Factor 2 -

 

13 .74 -.01 .15 .89

17 .73 .02 .17

1 .69 .01 .23

2 .68 -.03 .32

5 .64 .12 -.16

15 .65 .18 -.22

6 .65 .12 .08

9 .63 .19 .06

10 .62 .26 .11

7 .59 .18 6.00

4 .53 .16 -.38

8 .51 .22 -.12

16 -.51 .46 -.03

14 .47 .14 .11

 

11 -.49 .63 .17 .73

12 -.28 .53 .15

18 -.43 .44 .05

- 3 .41 .29 -.53

Eigen values 3.61 2.05 1.77 Total

explained variance % 20.08 11.37 9.82 41.27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for each variable

Variables SC OT JS OC

SC 1    

OT .61** 1   

JS .69** .72** 1  

OC .41** .59** .55** 1

SC: Safety Climate, OT: Organizational Trust, JS: Job Satisfaction, OC: 
Organizational Commitment 
**p<.01, *p<.05

4.4 안전풍토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조직신뢰에 미치

는 영향 및 외투기업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안전풍토가 조직신뢰,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인구통계적 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의 1

단계에는 인구통계적 요소를 투입하였다. 인구통계변

수는 성별, 연령, 경력, 직급, 기업인원수, 연봉, 부양가

족 수는 서열척도로 간주하였고, 직무와 혼인여부는 

명목척도로 간주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

다. Table 6, Table 7, 그리고 Table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안전풍토는 조직신뢰(β=.59, p<.01), 직무만족(β

=.69, p<.01), 그리고 조직몰입(β=.38, p<.01) 모두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 중에서 외투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전

체 모집단에 비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독립변수인 안전

풍토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신뢰의 관

계에 대한 외투기업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 et al.,에 의하면, 특정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조절역할을 하려면, 다중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 독

립변수를, 2단계에는 조절변수를, 그리고 3단계에는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작용, 즉 곱한 수치를 투입하

였을 때, 3단계 상호작용 항목이 유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독립변수인 안전풍토와 종속변수인 

조직신뢰,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외투기업 

여부의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을 산출

함에 있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의 도입하

였다.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

반적으로 VIF값이 10 이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하였다.

외투기업=1, 국내기업=2로 코딩하여 분석한 결과 외

투기업여부는 안전풍토와 조직몰입의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 p<.05). 즉, 외투기업보다 

국내기업의 경우에 안전풍토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외투기업여부는 

안전풍토와 직무만족, 그리고 안전풍토와 조직신뢰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다.

4.5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의 매개역할은 Baron et al.,41)의 매개회귀분석 

절차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다. Baron과 Kenny는 3단

계의 매개회귀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독

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하고, 

그 다음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

에 종속변인을 예측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 즉 독

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매

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독립변

인의 효과가 1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의 효과보다 유의하

게 줄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안전풍토와 종

속변수인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

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Table 9에 나와 있다. 안전풍토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은 .05 수준에서 유의하

였다. 독립변수인 안전풍토는 매개변수인 조직신뢰 뿐

만 아니라(β= .59, p<.01)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쳐서(β= .71, p<.01) 매개역할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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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V

Organizational Trust

Step 1 Step 2 Step 3 Step 4

β t β t β t β t

CV

Gender .07 1.36 -.05 -1.05 -.04 -.99 -.04 -.91

Age .19 2.34* .06 .97 .06 .99 .06 .95

Career -.14 -1.63 -.02 -.32 -.03 -.40 -.03 -.40

Position .09 1.28 -.01 -.10 -.03 -.52 -.04 -.59

AB -.14 -2.05* -.14 -2.58* -.10 -1.78 -.10 -1.80

Company Size -.16 -2.96** -.11 -2.58* -.12 -2.89** -.12 -2.77**

Salary .15 2.04* .11 1.87 .16 2.70** .16 2.76**

Number of family .04 .59 -.02 -.28 .00 .06 .00 .07

Job_management .11 1.47 .15 2.48* .09 1.45 .09 1.51

Job_technician .03 .46 .05 .85 -.02 -.40 -.02 -.33

Job_R&D .05 .82 .04 .78 .01 .22 .01 .20

Job_others .05 .84 .02 .39 -.01 -.30 -.01 -.28

Marriage_Married -.13 -2.05 -.08 -1.61 -.09 -1.69 -.09 -1.68

Marriage_Others -.09 -1.84 -.03 -.62 -.01 -.25 -.01 -.18

IV Safety climate 　 　 .59 14.18** .62 14.74** .61 14.68**

M
FIC 　 　 　 　 .14 2.84** .14 2.86**

SC X FIC 　 　 　 　 　 　 .04 1.08

F 3.28** 17.24** 18.06** 17.07**

R2 Change 　 .31 .01 .00

R2 .11 .42 .43 .43
**p<.01, *p<.05, IV: Independent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CV: Control Variable, M: Moderator, M: Moderator, FIC: Foreign Investment Company,

AB: Academic Background　

Table 7. The effect of safety climate on job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FIC

Variables DV

Job Satisfaction

Step 1 Step 2 Step 3 Step 4

β t β t β t β t

CV

Gender .10 1.92 -.04 -.87 -.03 -.88 -.03 -.80

Age .08 .96 -.07 -1.11 -.07 -1.13 -.07 -1.17

Career -.12 -1.40 .02 .25 .01 .17 .01 .18

Position .25 3.39* .14 2.46* .11 2.04* .11 1.97*

AB -.05 -.76 -.06 -1.10 -.01 -.22 -.01 -.23

Company Size -.03 -.57 .02 .59 .01 .30 .02 .40

Salary -.01 -.10 -.05 -.95 -.01 -.13 .00 -.07

Number of family .17 2.53* .11 2.15* .12 2.52* .12 2.52*

Job_management .02 .24 .06 1.19 .01 .23 .02 .29

Job_technician .03 .50 .05 1.05 -.01 -.18 -.01 -.12

Job_R&D .02 .34 .01 .16 -.02 -.38 -.02 -.39

Job_others .00 .07 -.03 -.73 -.06 -1.41 -.06 -1.39

Marriage_Married -.12 -1.94 -.07 -1.47 -.07 -1.56 -.07 -1.55

Marriage_Others -.07 -1.33 .01 .28 .03 .66 .03 .73

IV Safety climate 　 　 .69 18.05** .71 18.54** .71 18.48**

M
FIC 　 　 　 　 .12 2.64** .12 2.65**

SC X FIC 　 　 　 　 　 　 .04 1.03

F 2.60** 24.87** 25.64** 25.19**

R2 Change 　 .42 .01 .00

R2 .09 .51 .52 .52

p<.01, *p<.05, IV: Independent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CV: Control Variable, M: Moderator, M: Moderator, FIC: Foreign Investment Company,
AB: Academic Background

Table 6. The effect of safety climate on organizational trust and moderating effect of foreign invest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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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인 안전풍토를 단독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매개변수인 

조직신뢰와 동시에 투입했을 때 직무만족에 대한 독립

변수의 베타(β)의 크기가 .71에서 .45로 .26만큼 작아졌

다. 따라서 매개역할 확인을 위한 3단계를 만족시켜 최

종적으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독립변수인 안전풍토와 종속변

수인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을 알

아보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전풍토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은 유의확

률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안전풍토는 

매개변수인 조직신뢰 뿐만 아니라(β= .59, p< .01)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β= .41, p< 

.01), 매개역할 확인을 위한 1, 2단계를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안전풍토를 단독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매개변수인 조직신뢰와 동시에 투입

했을 때 직무만족에 대한 독립변수의 베타(β)의 크기

가 .41에서 .12로 .29만큼 작아졌다. 따라서 매개역할 

Variables DV

Organizational Commitment

Step 1 Step 2 Step 3 Step 4

β t β t β t β t

CV

Gender .04 .76 -.04 -.75 -.02 -.49 -.02 -.32

Age .15 1.89 .07 .94 .08 1.02 .07 .95

Career -.04 -.42 .04 .51 .03 .41 .03 .42

Position .10 1.37 .04 .52 .02 .27 .01 .12

AB -.13 -1.87 -.13 -2.06* -.09 -1.41 -.09 -1.44

Company Size -.03 -.57 .00 -.01 -.01 -.19 .00 .05

Salary .23 3.12** .21 3.01** .25 3.74** .26 3.89**

Number of family .02 .34 -.01 -.21 .01 .10 .01 .11

Job_management -.03 -.43 -.01 -.07 -.08 -1.10 -.07 -.95

Job_technician -.04 -.54 -.03 -.42 -.11 -1.68 -.10 -1.54

Job_R&D .02 .39 .02 .28 -.02 -.33 -.02 -.37

Job_others .06 .97 .04 .68 .00 -.02 .00 .02

Marriage_Married -.10 -1.67 -.07 -1.28 -.08 -1.34 -.08 -1.32

Marriage_Others -.02 -.44 .02 .47 .04 .80 .04 .95

IV Safety climate 　 　 .38 8.14** .42 8.78** .41 8.72**

M
FIC 　 　 　 　 .18 3.38** .19 3.43**

SC X FIC 　 　 　 　 　 　 .10 2.32*

F 3.5** 7.98** 8.92** 8.81**

R2 Change 　 .13 .02 .01

R2 .12 .25 .27 .28

p<.01, *p<.05, IV: Independent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CV: Control Variable, M: Moderator, M: Moderator, FIC: Foreign Investment Company, 
AB: Academic Background

Table 8. The effect of safety climat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oderating effect of FIC

Path IV DV Phase R2 ΔR2 β t F

SC->OT->JS SC OT 1st Phase .48 - .59 13.79** 7.69**

SC JS 2nd Phase .56 - .71 17.99* 10.36**

SC JS 3rd Phase(Independence) .67 .111 .45 10.39* 15.80**

OT 3rd Phase(Mediation) .45 10.60*

SC->OT->OC SC OT 1st Phase .49 - .59 13.79** 7.69**

SC OC 2nd Phase .35 - .41 8.46** 4.38**

SC OC 3rd Phase(Independence) .47 .121 .12 2.31* 6.97**

OT 3rd Phase(Mediation) .47 8.86**

SC: Safety Climate, OT: Organizational Trust, JS: Job Satisfaction, OC: Organizational Commitment, IV: Independent Variable, DV: Dependent Varialbe, 
**p<.01, *p<.05

Table 9. The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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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위한 3단계를 만족시켜 최종적으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의 

안전풍토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이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직의 안전풍토가 좋을수록 구성원의 직무만

족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조직의 안전풍토에 대

한 종업원의 인식이 높을수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개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나

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아 등42)의 연구에서

도 안전풍토는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조직의 안전풍토가 향상되면 이는 곧 구성원의 높

은 수준의 직무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안전풍토는 조직몰입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등43)의 제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종업원 개인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제조업 분야에서 안전설

비나 안전관련 제도도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안전과 관련된 일종의 조직 분위기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투기업 종사 여부가 안전풍토와 조

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

적으로는 외투기업보다는 국내기업 종사자의 경우에, 

조직몰입에 대한 안전풍토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우 아니다=1, 매우 그렇다=7의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안전풍토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외투기업의 안전풍토 인식은 5.35로 나타나, 국내

기업 4.9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17, p<.01). 이는 국

내기업보다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안전풍토 인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즉, 외투기업 종사자는 자신이 속한 기

업이 어느 정도 이상의 안전풍토를 확보했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에 비해 

조직몰입에 대한 안전풍토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

라고 추론할 수 있다. 외투기업의 경우, 조직몰입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어 그 영향력

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조직신뢰는 안전풍토와 직무만족의 관계, 그리고 안

전풍토와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안전보건의 행동변화를 연구한 Lunts, Bates, Bennet, 

and Hopkins44)의 연구에서는 안전풍토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인식 수준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는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과 같은 직무태도에 대한 조직신뢰의 영향을 지지한

다. Dirks와 Ferrin45)의 연구는 직무만족에 대한 조직신

뢰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조직구성원이 상사에 대한 신

뢰가 없으면 그들의 결정을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

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직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주장했

다. Togna46)도 신뢰와 조직몰입은 긴 하게 연결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즉 조직신뢰는 조직의 안전풍토와 구성

원의 직무태도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전풍토가 아니라 안전문화를 독

립변수로 채택한 이경재 등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

한 안전풍토의 영향력은 이경재 등의 연구에서 안전문

화가 가지는 영향력보다는 약간 낮을 뿐 비슷한 양상

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등의 연구에서 안전

풍토를 안전문화의 하나의 하위요인에 불과하지만, 실

제로는 안전풍토가 안전문화의 상당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이 안전풍토의 향상이 

조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구

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이 입증되었다. 이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

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갖고 있을 때, 그만큼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안전풍토라는 것이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차원을 뛰어 넘어 성과와 관련된 구성원의 조직 내 행

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이를 위해 조직은 구체적인 행위로서 안전

풍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방침과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안전 최우선

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이 안전풍토의 향상이 

조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구

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이 입증되었다. 이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

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갖고 있을 때, 그만큼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직신뢰가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대한 안전풍토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결국 안전풍토라는 것이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차

원을 뛰어 넘어 성과와 관련된 구성원의 조직 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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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이를 위해 조직은 구체적인 행위로서 안전풍

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방침과 제도를 수립할 필

요가 있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직의 안전풍토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생산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직은 건전하고 수준 높은 

안전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풍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영

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47). 따라서 관리감독자를 포함

한 부서장, 경영자들이 안전과 보건이 경영의 최우선 

정책임을 천명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되

어야 한다. 또한 상급자는 부하직원의 안전관련 의사

를 존중해주고 또한 동료들이 상호 안전에 도움을 주

며 본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안전풍토

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조직 내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직차원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직의 안전풍토를 객관적으로 측정

한 후, 조직 내 개인의 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서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요 

변수에 대해 동일하게 7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

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48).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측정 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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