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극심한 경쟁과 급변하는 경영 환경, 그리고 코로나 바

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하거나 심지

어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기업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커다란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든다. 

누군가는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에 휩싸여 있고, 심지어 

누군가는 불면증이나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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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문제는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이 복

잡하게 얽혀있는 극도로 어려운 주제이기에, 한 두 가지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1].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형태

들 중 하나가 바로 코칭 리더십(coaching leadership)

이다. 코칭 리더십은 구성원들에 대한 경청과 공감, 그리

고 존중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

성을 발견하고, 계발하도록 돕는 리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2,3]. 아직 코칭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4,5], 이 개념은 구성원들의 

웰빙[6], 직무만족[2], 직무 성과[3,7], 목표 달성[8], 조

직 시민행동[9] 등과 같은 조직 내 주요 성과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코칭 리더십의 조직 내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연

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탐색되지 않은 분야

들이 존재한다. 첫째, 코칭 리더십이 직원들의 안전 행동

(safety behavior)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외 연구는 거의 없다[4,5]. 안전 행동이란 육체적,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주의/예방

하려는 행동을 의미하는데[10,11], 이는 인간의 삶에 치명

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안전 사고 및 산업 재해의 결정적인 

선행 요인(precursor)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구성

원들의 안전 행동 수준이 안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

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10-13]. 

이를 고려할 때, 코칭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안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코칭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동 기

제(intermediating mechanism)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없다[4,5]. 그런데 하나의 변인이 다른 변인에 어떤 방식

으로, 혹은 왜 그런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야만 두 변인

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코칭 리더십이 어떤 작동 기제를 통해

서(즉, 어떤 변인을 매개로) 결국 구성원들의 안전 행동

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야 한다. 

셋째, 코칭 리더십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횡단 연구 자

료(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해서 가설을 검증했다

[4,5]. 횡단 자료는 한 명의 동일한 응답자가 동일한 시점

에서 모든 연구 변인들에 대한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는 연구 결과

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각 연

구 변인들사이의 인과 관계에 부합하도록 자료 수집 시

점을 다르게 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

칭 리더십의 조직 내 영향력을 정교하게 밝히기 위해서

는 횡단 자료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

구 설계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칭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일의 의미(meaningfulness 

of work)와 조직 지원 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순차적으로 매개로 해서 그들의 안전 행동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한다. 일의 의미

(meaningfulness of work)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

하여 가지는 가치관 및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

은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일을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일의 의미를 

경험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상당히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느낀다[14,15]. 구성원들은 일을 수행함으로

써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및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에, 일의 의미는 그들의 조직 내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 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

다[14,16-18]. 그리고 조직 지원 인식이란 구성원들이 

보기에 조직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지원을 제

공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조직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

다[19,20].

이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국 기업들에 근무

하는 250명의 설문 응답자들로부터 세 시점에 걸쳐 (3 

Wave time-lagged)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 방정

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했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코칭 리더십과 안전 행동

연구자가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를 통해 검색

해 본 결과, 코칭 리더십과 안전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다

룬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 국외의 권위 있는 학술지들에

서 2018년에 출판된 리뷰(review) 논문들[4,5]에도 없

고, 2022년까지 확장해서 검색해 보아도, 이 두 변인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다. 하지만, 코칭 리더십의 

개념 및 특성 상(부하 직원들에 대한 경청, 공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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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계발 유발 등), 구성원들의 다양한 인식, 태도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들의 안전 행동을 향

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칭 리더십

이 안전 행동을 직접 향상시킬 것이라기보다는, 일의 의

미와 조직 지원 인식을 매개로(간접적으로) 안전 행동 향

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를 정교하게 검증하

고자,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의 크기를 모두 구할 것이다.

가설 1. 코칭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안전 행동을 간접

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2.2 코칭 리더십과 일의 의미

비록 코칭 리더십이 일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지만[4,5], 

코칭 리더십이 지닌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이 리더

십이 구성원들의 일의 의미 수준을 향상시킬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코칭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

더는 부하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청과 공감, 그

리고 존중으로 대한다[2,4,5]. 부하 직원들의 관점에서는 

조직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조직 내에서 큰 영향력을 지

닌 리더가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깊이 있게 다루어 준다면, 자신이 무척 소중한 존재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14,15]. 그런 직원들에

게 이 코칭 리더는 단순히 직장 상사가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코칭 리더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직원 스스로 

자신의 내면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의

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15,16]. 

이를 통해 부하 직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

고,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

로 코칭 리더십만이 지닌, 다른 리더십 유형들과는 차별

화된 특별한 특성이자, 이 리더십의 본질이다. 리더는 단

순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전 기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경

청과 이에 바탕한 질문들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이 스스

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2,4,5,24,25]. 

리더와 이런 관계를 맺는 직원들은 자신에 대해 성찰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

는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분명

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2,15, 17-18]. 즉, 자신의 일의 

의미를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가설 2. 코칭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일의 의미를 향상

시킬 것이다.

2.3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

구성원이 느끼는 일의 의미는 자신의 직무 수행 과정 

및 조직 내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지

는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14,15]. 높은 수준의 일

의 의미를 경험하는 직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직무 만족, 

조직 동일시, 조직 몰입, 내재적 동기, 심리적 임파워먼

트 등을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결근 및 이직 

의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4,15,18].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일의 의미를 크게 느낄수

록, 이들의 조직 지원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

한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일의 의미를 느

끼면 이들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는 그 자체로 심리적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1]. 

그런데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지원 및 심리적 교환 관계

를 다루는 심리적 계약 이론[19,20]에 의하면, 구성원들

이 보기에, 이 심리적 보상은 그들이 조직과 맺은 ‘공식

적인’ 계약 및 보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부

가적인’ 이익이다. 직원들은 조직과 공식적으로 맺은 계

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공식적 보상(임금 

및 복리 후생 등)을 받으면 그만인데, 이를 넘어서 일의 

의미로 인한 심리적 만족까지 얻는다면, 그들은 조직으

로부터 공식적 계약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제

공해 준 주체는 바로 ‘조직’이기에, 즉, 근본적으로 조직

이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이들은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많

은 것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19-21]. 

가설 3. 구성원들이 일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면, 조직 

지원 인식이 향상될 것이다.  

2.4 조직 지원 인식과 안전 행동

조직 지원 인식과 안전 행동 사이의 관계는 스트레스-

사고 모형(stress-thought model)과 사회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로 설명 가능하다. 구성원들

의 관점에서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

고 느낀다면 이들은 심리적인 안전감을 경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사고 모형에 의하면,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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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심리적 불안감 및 육체적 피로

를 더 크게 느껴서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22,23]. 조직 지원 인식을 많이 느끼는 직원들은 스트레

스를 덜 받게 되기에, 안전 사고와 관련된 여러 단서들을 

잘 발견하고 대응하며, 적절한 안전 행동을 할 것이다. 

이에 더해서, 사회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조직에 

보답해서 심리적 부채 의식을 줄이려고 한다[19,20]. 구

성원들이 조직에 보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안전 사고의 악영향이 조직에 치명적인 만큼 안전 행

동을 늘림으로써 조직 내 안전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

하는 방식으로 보답할 수 있다.

가설 4. 구성원들의 조직 지원 인식이 높아지면 이들

의 안전 행동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2.5 코칭 리더십과 안전 행동 사이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

위에서 언급한 연구 변인들(코칭 리더십, 일의 의미, 

조직 지원 인식, 안전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

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일의 의

미와 조직 지원 인식 수준이 코칭 리더십과 안전 행동 사

이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구

체적으로 말해, 코칭 리더십 수준이 높아지면, 구성원들

은 더 큰 일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조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여기게 되어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안전 행동을 할 것이다. 이 매개 가설은 

맥락(context)-태도(attitude)-행동(behavior) 이론으

로 설명 가능하다. 리더십(코칭 리더십 등의)은 조직 내

에서 중요한 맥락 변인으로 작용하여, 구성원들의 태도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 등의)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결국 이들의 행동(안전 행동 같은)을 결정한다.

가설 5.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은 코칭 리더십과 

안전 행동 사이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국내 기업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하였다. 설문의 수집은 

리서치 회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편향 

표본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을 선택하였고, 세 시점에 걸쳐서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횡단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의 한계

점들을 보완하였다. 1차 설문에서는 545명, 2차 설문에

서는 336명, 3차 설문에서는 250명의 응답자들이 설문

에 응하였다. 1차 설문과 2차 설문 사이의 간격은 6주, 

2차와 3차 사이의 간격은 5개월 정도이다.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 응답과 결측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25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

문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40.42세(표준 편차는 9.23)이며, 남성이 

125명으로 전체의 50.0%(여성은 125명으로 50.0%)를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4명

(9.6%), 전문대 졸업 43명(17.2%), 4년제 대학 졸업 

154명(61.6%), 대학원 이상 29명(11.6%)이며, 직급은 

사원급 60명(24.0%), 대리급 51명(20.4%), 과장급 56명

(22.4%), 차장급 24명(9.6%), 부장급 39명(15.6%), 기

타 20명(8.0%)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7.70년(표준편차

는 7.59)으로 나타났다.

3.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6.0 프로그

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설문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1.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시행하였고, pearson 상관분

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했고, 마지막으로 간접 효과(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했

다[24].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려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 부합치(comperative fit index: CFI), 

turker-lewis index(TLI), 그리고 근사평균 오차제곱근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코칭 리더십은 안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의 순차적 매개 효과 447

RMSEA) 등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 TLI는 .90 

이상, RMSEA의 경우 .06 미만이면 우수한 모형으로 여

겨진다[25]. 

3.2.1 측정 도구

모든 변인들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아니

다’(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해 측정했다. 코칭 

리더십 외 모든 변인들은 영어로 개발된 것이었고, 이를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경영학 박사 1인이 직접 

번역 및 역번역(back-traslation)을 하였고, 이 결과를 

다른세 명의 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번역 문항들에 대한 

안면 타당성을 확인했다.

코칭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탁진국과 조은현[26]이 

기존의 여러 코칭 리더십 문헌들을 바탕으로 개발한 12

개 문항을 사용했다. 샘플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내 리더

는 나의 잠재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 ‘내 리더는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한다’, ‘내 리더는 나의 생각이나 관점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한다’, ‘내 리더는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다.’ 등이다(Cronbach’s α = .95).

일의 의미를 측정하고자 Bunderson & Thompson(2009)

과 Wrzesniewski와 그의 동료들[27]의 일의 의미 척도 

5문항을 활용했다. 이는 두 번째 시점에서 측정하였고 

샘플 문항(sample item)들은 다음과 같다.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 한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

다.’ 등이다(Cronbach’s α = .89).

조직 지원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er와 그의 

동료들[19]의 5문항을 활용했다. 샘플 문항은 다음과 같

다. ‘내가 속한 조직(혹은 회사)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

해 진심으로 배려한다’, ‘내가 속한 조직(혹은 회사)은 내

가 곤경에 처하게 되면 나를 적극 돕는다.’ 등이다

(Cronbach’s α = .93).

안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Griffin과 Neal[10]의 

안전 행동 척도 6문항을 사용했다. 이는 세 번째 시점에

서 측정하였고 샘플 문항(sample item)들은 다음과 같

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장

치들을 사용한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안전 절차들을 활용한다’, ‘나는 직장 안전 개선에 도움

이 되는 작업이나 활동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등이

다(Cronbach’s α = .92).

통제 변인으로 근로자의 성별, 교육 수준, 직위, 근속

기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활용했다. 이 변인들

은 첫 시점에서 측정했다.

4. 결과

4.1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기초적인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 분산 및 피어슨 상관 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응답 자료가 

정규 분포를 지니는지 확인하고자 왜도, 첨도를 계산했

다. 코칭 리더십(왜도 -.42, 첨도 .41), 일의 의미(왜도 

-.28, 첨도 -.04), 조직 지원 인식(왜도 -.31, 첨도 .01), 

안전 행동(왜도 -.36, 첨도 1.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왜도의 경우 절대값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8을 

넘지 않으면 정규 분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자

료는 정규 분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 Mean S.D 1 2 3

1.Coaching Leaership 3.10 .78 -

2.Meaningfulness of 
Work

3.09 .80 .36** -

3.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2.95 .84 .57** .59** -

4.Safety Behavior 3.69 .68 .22** .37** .29**

*p⟨.05, ** p⟨.01; S.D means standard deviation.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of 

study variables

4.2 측정모형 검증 (Measurement model)

Anderson과 Gerbing[2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

(two-step approach) 중 첫 번째 단계인 측정 모형

(measurement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모형 안에 들어 있는 변인들 사이의 판별 타당성을 

알 수 있다.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코칭 리더십, 일의 의미, 

조직 지원 인식, 안전 행동 등)의 측정 모형

(measurement model)이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4 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상당히 우수하였다(χ²(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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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15.881; CFI = 0.979; TLI = 0.974; RMSEA 

= 0.046). 그리고 이 4 요인 모형이 각각 3 요인 모형(χ

²(df =144) = 520.409; CFI = 0.894; TLI = 0.874; 

RMSEA = 0.102), 2 요인 모형(χ²(df =146) = 

1100.180; CFI = 0.731; TLI = 0.685; RMSEA = 

0.162), 1 요인 모형(χ²(df =147) = 1445.855; CFI = 

0.634; TLI = 0.574; RMSEA = 0.188)보다 더 우수한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 스퀘어 차

이 분석(chi-square 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 기법을 통해 각 모형의 카이 스퀘어 값 및 그 차이

의 통계적 유의성을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4 요인 모

형이 가장 우수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 모형의 각 변

인들이 통계적으로 분리되었음을 보여준다.

4.3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SEM model)

코칭 리더십이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을 순차적

으로 매개로 해서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매개 효과

가 완전 매개(full mediation)인지 아니면 부분 매개

(partial mediation)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차이 분석을 통해 이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부분 매개 

모형은 독립 변인인 코칭 리더십에서 종속 변인인 안전 

행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가 포함된 모형이다. 

분석 결과, 완전 매개 모형은 상당히 우수한 적합도(χ

²(df =210) = 348.789; CFI = 0.962; TLI = 0.955; 

RMSEA = 0.052)를 보였고,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χ²(df =209) = 347.522; CFI = 

0.962; TLI = 0.954; RMSEA = 0.052). 하지만 카이스

퀘어 차이 분석 결과 완전 매개 모형이 더 간명성이 높은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Δχ²[1] = 1.267, non-significant).

이에 완전 매개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부

분 매개 모형에서, 코칭 리더십에서 안전 행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 0.09, 

p 〉 .05). 즉,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연구 모형에 포함된 통제 변인들(직위, 근속 기간, 교

육 수준, 그리고 성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코칭 리더십은 일의 의미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시켰고(β = 0.49, p < .001), 일의 의미는 조직 지원 

인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였으며(β = 0.70, p < 

.001), 조직 지원 인식은 안전 행동을 유의하게 향상시켰

다(β = 0.33, p < .001). 이를 통해 가설 2, 3, 4가 지지

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4.4 매개효과 분석 (Bootstrapping)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이 코칭 리더십과 안전 행

동 사이를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가설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해 10000번의 반복 추출을 통한 부트스트래

핑 분석을 실시하였다[24]. 이 기법은 매개 모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간접 효과의 표준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

로서, 특정한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

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24]. 본 연구에서는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95 percentile-based 

신뢰 구간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이 구간은 0을 포함하

지 않았고(95% CI = [.043, .195]), 이는 코칭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함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가설 4가 지지됨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코칭 리더십에서 안전 행동으로 연결되

는 경로의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간접 효

과만이 존재했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Ef

fect

Coaching Leadership→ Meaningfulness 
of Work→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afety Behavior
.105 .000 .105

Table 2. The Result of Total, Direct, Indirect Effect

Fig. 2. Final Results of SEM Analysis
(Standardized coefficient, *p⟨.05, **p⟨.01, ***p⟨.001)

5. 결론 및 논의

5.1 이론적 함의

첫째, 코칭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안전 행동은 안전 사고 혹은 산업 

재해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들 중 하나로 알

려져 있기에, 산업 및 조직 현장에서 안전 행동의 중요성

은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안전 행동에 코칭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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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밝혔다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

째 이론적 함의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코칭 리더십

이 구성원의 안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이라는 ‘인식 및 태

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직 내 

리더십의 효과성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맥락(context)-태도(attitude)-행동(behavior)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즉,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

서는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둘째, 코칭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의 정교한 내적 작동 기제(순차적 매개 변인들)를 밝혔

다.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순차적 매개 구조, 즉, 코칭 리

더십이 직원들의 일의 의미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그

들의 조직 지원 인식이 늘어나서(즉,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로 해서) 결국 안전 행동이 

향상된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직원들

이 경험하는 코칭 리더십 수준이 증가할수록 그들이 느

끼는 일의 의미가 커지고, 이로 인해서 조직으로부터 많

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에 결국 그들의 안전 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어 오지 않은 코칭 리더십과 

안전 행동 사이의 정교한 작동 기제를 이론적/실증적으

로 밝힘으로써, 코칭 리더십과 안전 행동 연구에 이론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코칭 리

더십이 안전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을 매개로, 즉 간접적

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5.2 실무적 함의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는 첫째, 경영진 및 리더들은 

조직 내에서 코칭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안전 사고 및 산업 재해를 줄

이기 위해 직원들의 안전 행동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의 

경영진 및 리더들은, 코칭 리더십이 안전 행동을 향상시

키는 매우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진은, 

직원들이 느끼는 리더의 코칭 리더십 수준을 꾸준히 모

니터링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진 및 리더들은, 직원들이 느끼는 일의 의

미 와 그로 인한 조직 지원 인식 정도가 코칭 리더십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심리적 작동 기제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면, 코칭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코칭 리더십 증

진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높이고자 할 때, 코칭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직원들의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

식이 순차적으로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

리 여러 코칭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하

더라도, 만약 직원들의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 수준

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의 안전 행동은 바뀌지 않

을 것이다. 즉,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은 코칭 리더

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유용한 바로미터인 것

이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제안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번 연구는 여러 한계점들을 가

지고 있다. 첫째, 연구에 포함된 변인인 코칭 리더십, 일

의 의미, 조직 지원 인식, 그리고 안전 행동 등이 모두 설

문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담은 설문 조사를 통해 측

정되었다. 물론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 실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에 더해서 제 3자의 

관찰이나 추가적인 객관 지표 등을 활용해 얻은 자료를 

가지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자료

를 통해 얻은 분석 결과와 주관적 인식 자료를 통해 얻은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 역시 의미 있을 것이다.  둘

째, 비록 자료 수집 과정에서 코칭 리더십, 일의 의미, 조

직 지원 인식, 그리고 안전 행동 등의 연구 변인들을 세 

시점에 나누어 측정함으로써,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줄여 보려 노력했지만, 이 자료

들은 모두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수집되었다. 뿐만 아니

라 일의 의미와 조직 지원 인식은 같은 시점에 측정되었

기 때문에 동일 방법 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에 활용

한 측정 변인들은 해외에서 개발되고 사용된 영어 문항

을 연구자가 번안한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

들의 안면 타당성을 확인하였지만, 보다 엄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번안한 문항들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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