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산업 재해가 국가 및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은 매우 크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나 보상비 

등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성 감소 등의 숨겨진 간접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며, 이

러한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은 직접비용의 4~5배에 

달한다1). 고용노동부 2017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조사

에 의하면 산업재해 직접손실액은 4조 4천억 원 이상

이며, 경제적 손실 추정 액은 직⋅간접손실을 포함해 

22조 1천억 원을 상회한다2).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

기 위해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

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하였다.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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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ptual differences of safety 
leadership between managers and workers on workers’ safety attitudes and behavior in 
two construction sites. In addition, the mediating role of safety attitude between safety 
leadership and safety behavior across discrepancy level of safety leadership.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wo first-tier construction companies within the 100th place in 2019. 
Two companies were similar in size(100 - 150 billion won) and process from the 
basement frame finishing stage to start of the ground structure of apartment. In A Site, 
40 managers and 73 workers, 42 managers and 77 workers in B site participated the 
survey on managers’ safety leadership, and workers’ safety attitude and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fety leadership 
scores assessed by the manager and workers at site B. However, the safety leadership 
scores assessed by the manag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by the workers at 
site A. The workers’ safety attitudes and behaviors at site B were higher than those of 
workers at site A. Moreover, Site B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ffects of safety 
leadership on safety behavior than Site A. At site B, safety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afety behavior even after controlling the safety attitude of workers. At site 
A, safety leadership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safety behavior after controlling safety 
attitud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managers’ self-serving bias on safety 
leadership in site A and that this bias of leadership can negatively affect workers' safety 
attitude and behavior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if the self-serving bias on safety 
leadership occurs, the manager's safety leadership has less influence on workers' 
safet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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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의 사망사고 만인율을 OECD 국가 평균(0.30‱)

보다 낮은 수준(0.27‱)까지 감축하는 것이다3). 

하지만 2016년까지 산업재해자 수가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재

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산업재해자 수는 102,305

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2,142명이었다. 이는 2017년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수 89,848명, 사망자 수 1,956

명보다 각각 13.9%, 9.5% 증가한 수치이다4).

특히 건설업 근로자의 재해자 수는 27,686명, 사망자 

수는 57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중 각각 약 29%, 30%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4). 이는 다른 업종과 비

교했을 때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며 

위험도가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 감

독자의 안전 리더십이 중요하다. 특히 건설/건축 작업은 

독립적인 장소에서 공사 기간이 제한된 조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 관리감독자가 직원들의 안전 교육이나 

안전 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5). 그리고 건설/건

축 현장에서는 공정의 변화가 빈번하고, 이로인해 근로

자들의 교체가 잦은 편이다. 반면 관리/감독자들은 지속

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공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

며, 관련 경험들을 통해 위험한 작업들을 잘 알고 있다6). 

구체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터파기, 타설, 건설물의 설치, 

유지보수, 철거 등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 가능성에 대해 관리/감독자들이 체계적으로 예측하

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거나 적절한 교

육이 이뤄진다면, 즉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 관리 수준 

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안전 행동 그리고 사고 발생 가능

성이 달라질 수 있다7,8). 

기존 국내외 안전 리더십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9)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안전행동, 안전분위기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

향을 그리고 사고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문광수 등은 2곳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이 관리자의 안전관리 행동과 근로자의 안전

행동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고 연구 결과 2곳

의 현장에서 모두 관리자의 안전관리 행동(관찰, 긍정

적, 교정적 피드백)이 증가하였고, 근로자들의 안전행

동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6). 이외에 건설현장 일선 관

리자들의 자기-관리 기법이 관리자들의 안전 관리 행

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

의 안전 행동도 23% 증가하였다10). 

국외 연구에서도 건설 현장 관리자들의 안전 의사소

통 증가가 근로자들의 안전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리더십 가

시성과 행동들이 안전 문화와 안전 수행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하지만 기존 안전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관리

자 또는 근로자의 관점에서만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고, 관리자와 근로자들에게 리더십을 모두 측정하

더라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통합해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리더십이 관리자와 근로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방적이거나 단순 

통합 적인 연구 결과는 안전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설

명 그리고 함의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13). 따라서 리더십에 대해 관리자와 직원들에 

대한 쌍방향적인 연구가 수행될 때 보다 정확하고 객

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14).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관리자들의 자

기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는 자기-고양 편향(self-serving 

bias)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기 고양 편향은 자신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대표적인 긍정적 

착각 중 하나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고양 편향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자존감 하락을 방어하려는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고

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신

에게 부정적인 결과는 외적 요인(e.g. 타인, 상황 등)으

로 귀인하고 긍정적인 결과는 내적 요인(e.g. 능력, 노

력 등)으로 귀인한다15).

이러한 자기 고양 편향은 리더십 평가나 다면 평가

에서 흔히 나타난다16-19). 즉 본인의 수행이나 리더십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자기 평가 점수가 더 높

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줄이고 자신감

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도 한다18,20).

그러나 리더십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자의 스스

로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신의 리더 효과성이 이미 높

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리더십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21). 즉 관리자는 자신의 

리더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

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효

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기 어렵다20). 그리고 타인의 

비판이나 개선사항 제안에 대해 평가 절하 하여 자신

의 행동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저조한 

업무성과를 초래할 수 있다22). 또한 과대평가는 자신 

및 부하 직원들의 과업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

정하게 하여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워지고 궁극적

으로 근로자들이 목표 수용을 하지 않아,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 역시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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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신은 물론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안전 리더십에 있어서도 현장의 객관적인 안전 수준

이나 직원들이 평가하는 안전 수준과 다르게 관리자가 

본인의 안전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자신의 안

전 관리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적인 안전 관리나 위험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안전

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근로자들

이 안전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및 안전 성과달

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안전 리더십의 효과성(leader effectiveness)

은 관리자와 근로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관

리자의 안전 관리나 지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20). 따라서 관

리자에 대해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을 관리자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23). 

이처럼 안전리더십에 대한 관리자의 올바른 지각은 

근로자의 안전행동 증진과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두 곳의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와 근

로자 간에 안전 리더십 지각 차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

전태도와 안전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현장에 따라 근로자와 관리자 본인이 지각

하는 관리자 안전 리더십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현장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을 

높게 지각할수록 안전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현장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을 

높게 지각할수록 안전 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관리자와 근로자들 간의 안전리더십 지각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안전 리더십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통해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에 

필요한 안전리더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설문 참가자 및 상황

본 연구는 2019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의 1

군 건설회사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두 건설회

사의 각 현장은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1500억원 미

만의 비슷한 규모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조건이 동일

하였다. 그리고 지하층 골조 마감에서 지상층 골조 시

작 단계의 유사한 공종 및 공정에 놓여있는 아파트 건

축 공사 현장이었다. 두 현장의 표본 역시 A사 관리자 

40명, 근로자 73명, 그리고 B사 관리자 42명, 근로자 

77명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1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기업의 관리 감독자 82명, 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를 활용하여 측정자료들

을 수집하였다.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서 정의하는 관리감독자(경영조

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

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로 하였으며 이외에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대상을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전 리더십, 안전태도, 안전행

동 측정 문항들은 모두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2.1.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24-26)

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근로자들이 지각한 관리자 혹

은 상사의 안전 행동에 중점을 둔 리더십 문항들이었

고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관리자들의 안전 리더십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나는 관리감독자로서 언제나 

안전하게 행동한다”, “나는 관리감독자로서 작업일정

이 촉박 할 때에도 근로자들이 안전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근로자는 관리

자의 안전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본 현장

의 관리감독자는 언제나 안전하게 행동한다”, “본 현장

의 관리감독자는 작업 일정이 촉박할 때에도 근로자들

이 안전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안전 리더십 문항

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2이었다. 

2.2.2. 근로자 안전 태도

본 연구에서 안전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박종선 등(2016)27)이 개발한 5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

의 예로는 “나는 작업의 생산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나는 안전 절차나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72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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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근로자 안전 행동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안전행동을 순응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행동은 참여행

동과 순응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지만, 사고 예방

을 위해서는 우선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 절차를 따르

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응 행동을 측정하였다. 

김기식과 박영석28), Harvey 등29)에서 사용되었던 5문항

을 채택하였으며, Cronbach’s α계수는 .79였다. 안전행

동의 예로는 “나는 작업 전 업무에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한다”, “나는 

정해져 있는 정확한 안전 절차에 따라 작업한다.” 등으

로 구성되었다.

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안전 리더십은 안전 태도

(r=.346, p<.01) 그리고 안전 행동(r=.380, p<.01) 과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 

태도 역시 안전 행동(r=.629,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1.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mai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1. Company -

2. Position -.001 -

3. Leadership .218** .256** -

4. Attitude .290** .129 .346** -

5. Behavior .389** .133* .380** .629** -

Note.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mpany and position and the 
remaining variables are the Eta coefficient. *: p < .05, **: p < .01

3.2. 안전 리더십 지각 차이

A 기업의 경우 관리자(M=4.23, SD=.41)가 근로자

(M=3.74, SD=.70)보다 안전리더십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았으며, B 기업의 경우에도 관리자(M=4.33, SD=.52)

가 근로자(M=4.13, SD=.65)보다 안전리더십에 대한 지

각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참조).

현장과 직위에 따라 안전 리더십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원 변량 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B 현장이 A 현장보

다 그리고 근로자보다 관리자의 안전리더십 평균 점수

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현

장과 지위의 상호작용 효과는 p<.10 수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able 2. Results of two-way ANOVA on perceived safety 
leadership 

Source SS df MS F p Eta2

Site(A) 3.02 1 3.02 8.07 .005 .034

Position(B) 6.25 1 6.25 16.69 .000 .068

A*B 1.15 1 1.15 3.06 .081 .013

Error 85.35 228 0.37 　 　 　

Total 97.50 231 　 　 　 　

Table 3. Results of simple main effect across site and position 

Site Position M SD df F p

A
Manager 4.23 .41

117 17.47** .000
Worker 3.74 .70

B
Manager 4.33 .52

111 2.66 .104
Worker 4.13 .65

Note. **: p<.01

Fig.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workers’ perceived 
safety leadership across site and position.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Fig. 1 참조). 

B 기업의 경우 관리자와 근로자간 안전 리더십에 대

한 지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11) =2.66, p>.05). 반면, A기업의 경우 관리자와 근로

자간 안전리더십에 대한 지각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F(1, 117) =17.47, p<.01).

3.3. 현장에 따른 근로자 안전태도와 행동 차이

현장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태도와 안전행동에 차

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일원 변량 분석 결과, 안전 

행동과 안전태도 모두 관리자와 근로자들 간의 안전 

리더십 평가 일치도가 높은 B 현장 근로자들의 평균 

점수가 A 현장 근로자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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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one-way ANOVA on safety attitude and 
behavior of workers across site

Variable Site N M SD df F df p Eta2

Safety
behavior

B 77 4.27 .64
148 35.51** 148 .000 .194

A 73 3.62 .69

Safety
attitude

B 77 4.63 .47
148 20.06** 148 .000 .145

A 73 4.13 .72

Note. **: p < .01

3.4 현장 별 안전 리더십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안

전태도의 매개효과

추가적으로 각 현장별로 안전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안전 태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B 현

장의 경우 안전 리더십이 안전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고(β =.33, t=3.670**), 안전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43, t=4.94**). Step 2에서 안전 태도

를 통제한 후에도 안전 리더십이 안전행동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태도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A 현장의 경우에도 안전 리더십이 안전 태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고(β=.31, t=3.47**), 안전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24, t=2.69**). 하지만 Step 

2에서 안전 태도를 통제한 후에는 안전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 태도가 완

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현장 간에 안전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30) B 현장(B=.432, 

N=113)의 영향력(회기 계수)이 A 현장(B=.225, N=119)보

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1.754, p=.04).

Table 5.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ite Variable
Step 1 Step 2

B β t B β t

B

Constant 2.32 　 6.27** -.43 　 -.91

Leadership .43 .43 4.94** .24 .24 3.24**

Attitude .78 .56 7.63**

F 24.446** 47.641　**

R2 .18 .464

A

Constant 2.74 　 8.28** .59 　 1.29

Leadership .23 .24 2.69** .08 .08 1.08

Attitude 　 .63 .50 6.07**

F 7.277* 23.201**

R2 .059 .286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 간의 

안전 리더십 지각 차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 태도

와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 1 - 가설 4가 모두 지지된 것으로 나

타났다. B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스스로 평가한 안전 

리더십 점수와 근로자가 평가한 안전 리더십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A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스스

로 평가한 안전리더십 점수가 근로자들이 평가한 점수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B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태도와 안전 행동 모두 A 현장 근로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안전태도 영향력을 통

제한 후에도 안전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지만, A 현장에서는 안전태도를 통제한 후에

는 안전 리더십이 안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두 현장 간에 안전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서

도 B 현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A 현장 관리자들의 안전 리

더십에 대한 자기-고양 편향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이

러한 리더십에 대한 과대평가가 근로자들의 안전태도

와 안전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에 대한 

자기 고양 편향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

이 근로자의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안전 리더십이 근로자들의 안전태도

와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31-34)

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그리고 안전 분야는 아니

지만 기존의 리더십 평가나 수행 평가에서 관리자들이 

부하직원들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 할 경우 근로자들

의 직무 동기와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13,19,35,36)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은 안전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지각과 관리자들의 자기 지각 간에 괴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자들의 

수행 평가 기준인 KPI(key performance index)에 안전 

리더십 항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자들

의 수행 평가 시 다면 평가나 360도 피드백을 활용하

여 스스로의 평가 점수와 근로자들의 인식 점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이가 클 경우 이를 관리

자들에게 피드백하여 안전리더십에 대한 객관적인 자

기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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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안전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넘어서 객관적인 안전 리더십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 안전 리더십에 대한 근로자의 지각을 증진 시

키기 위해서는 안전 리더십이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인

식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 이

외에도 TBM(Tool Box Meeting)와 같은 위험 예지 활동 

참여, 빈번한 현장 방문과 안전 행동과 상태에 대한 피

드백,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의사소통 및 조언/지원이 중

요하다. 궁극적으로 관리자의 말과 드러나는 행동을 통

해 안전 리더십 수준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안전리더십의 발휘를 위해서 현장 관리자들은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권

한을 합리적으로 위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단

순히 근로자들이 안전 절차나 규칙에 순응하는 것이 아

니라 왜 안전이 가장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 하여, 근로자들에게 안

전의 중요성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이 높고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근로자들이 지각한

다면 근로자들은 관리자의 안전 관리 방안이나 지침에 

대해 더 잘 따를 가능성이 높고, 안전에 대한 의견 제

시나 건의를 더 자주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현

장이나 조직의 안전 분위기가 증가하게 된다. 기존 연

구에서도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이 안전 분위기를 증진

시키고 증가된 안전 분위기가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공능력, 공종 및 공정(지하층 골조 마감~지

상층 골조 시작)이 유사한 두 건축공사 현장의 관리자

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각 사별 안

전시스템의 차이와 안전 관리에 대한 본사 등의 지원

사항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사별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의 발휘 여건이 상이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장의 관리자들이 안전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조직이나 본사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리자의 리더십은 실질적으로 높

지만, 근로자들에게는 낮게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 공사 규모, 공정 

등이 동일한 유사현장을 대상으로 측정한다면 내적 타

당도가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유사한 규모와 공정에 있는 기업들을 비교했

지만,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의 경력이나 전문성, 나이, 

학력 등과 같은 특성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있다.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통계

학적 변인에 대해 측정하지 않았지만, 후속 연구에서

는 가능하다면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통제한 후 분석 한다면 안전 리더십 

지각 차이가 안전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작업 팀/조가 파악

이 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 관리자와 근로자들을 매칭

할 수 있다면 추가 분석을 통해 두 기업 간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동을 설문지만으로 측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과 같은 응답 편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행동

의 경우 핵심 행동 관찰 체크리스트(Critical Behavior 

Checklist)나 행동 관찰 어플(Safety Behavior Observation 

Application)를 통해 실제 근로자의 행동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행동 측정에 대한 객관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순응 행동만을 조사하였

고 참여 행동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참여 행

동은 조직의 안전 개선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고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행동이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안전 행동에 대한 측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 현장 작업 초기에 리더십 지각 차이를 

측정하고, 장기적으로 관리자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안

전 행동, 그리고 아차 사고나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검증한다면 현장에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기존의 안전 리더십 향상 프로

그램이 이러한 지각 차이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

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안전 리더십

에 대한 지각 차이가 근로자들의 안전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고, 관리자들의 안전 리더십에 

대한 과대 평가는 현장의 안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관

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다양한 업종이나 현장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한 연구들이 이뤄진다면 현장에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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