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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생협력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오면서 동반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표현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공정하게 기업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쟁 양상이 ‘기업 대 기업’에

서 ‘공급사슬 대 공급사슬’로 이어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Lee, 

2013). 이처럼 바람직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지속 가능한 공급사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생협력은 현재의 기업문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Kang et al., 2021), 이를 실천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협력사 관계를 의미하는 상생협력은 S(사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양한 ESG 지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사회에 해당되는 부분 중 또 다른 항목이 안전인데,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2021년 3월 유럽의회는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관한 유럽 의회의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

였다. 해당 결의안은 특정 기업이 자사 사업장과 사업관계를 맺는 자회사,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 가치 사슬 전반에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권∙안전∙환경 관련 위험 예방을 위한 기업실사를 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기업실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

을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Kim, 2021). 이처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중

요하다고 알려진 ESG 중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부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급사슬에서 중소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아서 부가가치를 영위하는 대기업들이 더욱 관련 노력을 수행해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소는 국내 상장사의 사건 및 사고 기사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이슈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내 

82개 언론에서 보도한 총 23,419건의 기사를 ESG 관점에 구분하였을 때 사회 관련 기사가 총 12,592건으로 환경 

(361건)과 지배구조(7,581건)에 비해 더 많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Who’s Good, 2022). 사회기사의 경우 소비

자문제(29.31%), 근무환경(19.75%), 공급망 리스크(18.64%), 불공정 관행(14.94%), 사업장 안전보건(11.21%) 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근무환경과 사업장 안전보건이 사회 기사 중 총 30.96%의 비

중을 차지하는 등 주요 이슈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

벌법)’은 작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러한 배경에는 국내 산업재해 관련 통계와 관련이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쯤에는 2,000명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해

율도 2017년 0.48%를 보인 이후, 0.54%, 0.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22). 상시 근로자 5명 미안인 영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등 모든 사업장이 완전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되어 진다(Kang et al., 2021). 이렇듯 기

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이다. 바람직한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협력업체의 불안전한 업무 환경을 감

소시키고, 공급사슬 상의 안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철도 운송, 자동차 

주행처럼 물류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에 물류 안전 관련 연구는 시의적

절하다고 판단된다(Shin and Kim, 2018; Wo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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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연구의 흐름은 안전 분위기, 예방 활동, 행동(성과)가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Clarke, 

2006a; Griffin and Neal, 2000; Zohar, 2010). 또한, 상생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

성되고 참여자들의 업무역량의 증가하는 등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등 상생과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 있다 (Kim and Lee, 2018). 이에 본 연구는 물류산업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기업의 안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여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인 분위기, 예방 활동,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주목이 적었던 상생협력과 안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흐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및 가설 설정

2.1 안전 행동

안전 성과로 지칭되는 부분들은 안전 관련 행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양상

을 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안전 행동은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안전 행

동이 안전 성과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Griffin and Neal, 2000). Moon et al.(2012)은 행동주의 기반 

안전 관리 프로그램의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직접적인 안전 활동으로 작업 공간의 안전을 위한 순응 행동과 작업자 

주변의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간접적으로 안전 관련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참여 행동 모두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직 내 안전 분위기에 대한 지식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실제 사고의 감소 같은 

가시적인 결과물이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사고의 직접적인 요소에 대한 통제에 초점

을 맞춘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법이 안전 행동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Das et al.(2008)은 이러한 안

전 행동이 담보되어야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작업자와 매니저의 안전에 대한 인식차가 클수

록 제품의 품질을 저하되며, 이러한 양상은 저기능 근로자보다 고기능 근로자에게서 발생되며, 따라서 조직에 더 큰 

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기능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조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adewski and Al-Bayati(2019)는 안전과 품질의 선후관계를 뛰어넘어 안전과 품질은 조직 기능상에서 같

은 경영상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질 경영의 이론들이 안전에도 접목 가능하며, 통계적 분석의 결과들을 바탕

으로 안전과 품질 경영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2 상생협력

공급사슬 상의 상생협력은 구매자-공급자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고, 학술적 사용보다는 실무적 사용이 많은 경향

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Lee, 2015), 최근 다양한 연구들에서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Kim, Park, 

and Seo, 2019; Park and Seo, 2018). 다양한 부류의 상생협력 유형이 존재하지만, 공급사슬 관계에서의 상생협력 

중에 거래사의 생산성, 기술수준 향상을 지원하며 경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적 상생협력이 안전과의 유

사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상생협력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Kotabe et al.(2003)은 미국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공급업체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실제 관행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장기간의 협력이 가능하게 한 기

업 간 파트너십을 살펴보면서, 지식 이전 등으로 축적되는 관계 자산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며, 상생의 다른 측면

을 제시한다. Lawson et al.(2008)은 사회적 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공급자 통합 및 공급자 근접성이 구매자 성과 

개선에 이어짐을 제시하면서, 공급자-구매자 관계를 전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가치 창출의 주요 동인으로 판단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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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Lambert et al.(1999)은 물류 산업에서 공급업체와 화주의 수익성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파

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에서의 협업이 대형 물류업체와 3자 물류업체에서는 확

보되어야 한다고 한 점에서 Lambert et al.(1999)과 일관성이 있다. 이러한 상생협력이 안전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Newaz et al.(2019)은 안전 관련 심리적인 관계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분위기

로 이러질 수 있음을 밝혔는데, 본 연구가 서비스 공급자-구매자관련성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건설 현장 직원들의 

업무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면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ambert et al.(1999)은 심리적 안전 계약이 근로자의 안전 행동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음도 보여주면서 

바람직한 서비스 공급자-소비자 관계가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행동에도 이어짐을 확인해 주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H1: 지원적 상생협력은 안전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H2: 지원적 상생협력은 안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2.3 안전 분위기

Hofmann and Stetzer(1996)는 안전 분위기가 안전 시스템에서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헌신과 안전 관련 활동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에 관한 인식으로 조작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안전 분위기로 불안

전한 행동과 사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직에서 안전 분위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먼저 수행

하고, 이를 개인 근로자로 전이시킬 수 있는 상황이어야 가능하다. 안전 분위기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흐름들은 작

업자에 대한 이해와 작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주요 차원이라고 논하면서, 안전 분위기에 대한 작업자들의 인식

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Niskanen, 1994). 이러한 안전 분위기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으로 국가 및 산업 

단위에서의 안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등의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Zohar, 2010). Clarke(2006a)는 안전 분위기와 안전 성과와의 관련

성을 메타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안전 성과로 대표될 수 있는 사고, 부상 등이 안전 분위기 조성으로 감

소되었다는 결론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안전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안전 분위기 조성을 전제조건으로 이루

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Griffin and Neal(2000)은 안전 성과의 선행요인으로 안전 분위기를 논하면서 지식, 기술 및 동기부여를 매개로 

하여 안정 성과로 이어짐을 보이면서, 작업장에서의 안전 성과의 가장 선행요인으로서의 안전 분위기의 재인식을 이

야기한다. Clarke(2006b)는 안전 분위기가 자동차 생산 현장의 사고 개입을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생산과 안전 사이

에서의 갈등과 관련에 대한 근로자의 반응으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따라서, 바람직한 안전 분

위기 조성으로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larke and Ward 

(2006)는 안전 분위기 독립변수로 활용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조직의 노력과 안전 성과 사이에 매개변수로써 역할을 

하면서, 안전 분위기 조성이야말로 안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Kim(2020)은 물류 안전 

분위기가 물류 안전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 및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제시

한다. 

H3: 안전 분위기는 안전 예방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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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안전 분위기는 안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2.4 안전 예방 활동

Auyong et al.(2011)은 지속 가능한 물류 부분을 만들고 안전 위험을 관리하려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 분야에 따

른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전 준비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

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훈련과 교육으로 해결한다고 하였다. Banks et al.(2006)은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안

전관련 인식수준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Clarke(2006a)는 안전에 대한 가치

를 높게 평가하는 고용주들이 예방 활동에 헌신할 수 있고, 다시 종업원들의 안전에의 관심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고 하면서, 안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행동 기반 안전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 예방 활동이 안전 인식 뿐만 아니라 안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Chen and Tian, 2012).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실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이른바 리빙랩(Living Lab)이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안전 리빙랩의 활용으로 사전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도도 확인할 수 있다(Choi et al., 

2021).

Caponecchia and Wyatt(2021)는 업무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며, 업무 안전 시스템은 안

전 관련 업무 프로세스뿐 아니라, 훈련 및 역량 범위, 작업장 문화 등 다양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안전 관련 시스템

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H5: 안전 예방 활동은 안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생활동이 안전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분위기, 예방 활동,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며, 안전 요인들의 논리적 구성인 분위기->예방 활동->행동으로의 메커니즘은 합리적 행동 이론(TRA)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합리적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 의도는 행동과 주관적 규범

에 대한 태도의 함수라고 제안한다(Ajzen and Fishbein, 1980). 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태도가 직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를 거쳐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Park, 2011), 본 연구에서의 

안전 분위기(태도 형성), 안전 예방 활동(행동 의사 및 의향), 안전 행동(행동)의 모형이 도출되는데 있어서 기본 이론

으로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 연구 및 가설 설정에 근거하여, Figure 1에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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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표본 프레임은 대형 물류기업과 계약을 맺어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국내 중소 물류기업이다. 자료 수집은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다. 설문지와 함께 중소 물류기업

의 주소, 전화번호, FAX,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파일을 리서치 전문업체에 전달하여 자료 수집 절차가 시작되었

다. 리서치 전문업체는 중소 물류기업에 개별적으로 사전 연락을 하여 중소 물류기업의 사장님 혹은 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임원에게 본 연구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에 답하기로 한 기업은 이메일, FAX, 문자 URL 중 

선택하여 설문지 한 부씩을 답을 하여 회신하였다. 설문조사는 대략 20일이 소요되었으며, 동일한 값으로 답한 설문

지 등을 정제한 후, 최종적으로 14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 기업들의 설립연도, 위치, 매출액, 종업원 수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설립연도

는 2010년에서 2014년에 설립된 기업이 전체의 25.1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다음은 2005년에서 2009년도

에 설립된 기업으로 비율은 21.77%이다. 기업의 위치는 부산/울산/경남이 전체의 70.7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매

출액 기준, 10억 미만과 10억에서 30억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34.01%, 33.33%이다. 종업원 수를 

살펴보면, 9명 이하가 전체의 68.71%, 10명에서 19명 이하가 15.6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stablishment n % Location n %

~1994 23 16.64% Seoul/Incheon/Gyeonggi 17 11.56%

1995~1999 15 10.20% Daejeon/Chungcheong 5 3.40%

2000~2004 19 12.93% Gwangju/Jeolla 13 8.84%

2005~2009 32 21.77% Daegu/Gyeongbuk 5 3.40%

2010~2014 37 25.17% Busan/Ulsan/Gyeongnam 104 70.75%

2015~ 21 14.29% Gangwon/Jeju 3 2.04%

Total 147 100.00% Total 147 100.00%

Sales(In Billion KRW) n % # of employees n %

<1 50 34.01% 1~9 101 68.71%

1~3 49 33.33% 10~19 23 15.65%

3~5 13 8.84% 20~49 13 8.84%

5~10 21 14.29% 50~99 6 4.08%

≥10 14 9.52% 100~299 4 2.72%

Total 147 100.00% Total 147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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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들은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초기 설문지를 대표적인 종합 물류기업인 H사의 물류 및 ESG 담당 임원인 

물류 전문가에게 검토하는 과정도 거쳤다. 측정변수들의 척도는 모두 리커트 5첨 척도이며, “① 전혀 아니다. ~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지원적 상생협력을 기존 연구에서 거래 관계자(공급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또는 

협력활동으로 정의하였다(Lee, 2015). 본 연구에서는 지원적 상생협력을 대형 물류기업이 행하는 중소 물류기업의 

역량 강화 차원의 지원에 대한 중소 물류기업이 인식의 정도로 정의한다. 지원적 상생협력은 3문항이며, Kotabe et 

al.(2007), Lawson et al.(2008), Lee(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

다. 구체적으로 지원적 상생협력(Supportive Collaboration)은 “우리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SUC 1).”, “우리 회사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SUC 2).”,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기법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SUC 3).”로 측정하였다. Zoahr(1980)는 안전 분위기를 직원들이 그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 공유하는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Neal et al.(2000)은 조직 분위기의 특수한 형태로 작업 환경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 분위기를 기업의 관리자들이 인식한 기업의 물류 환경에 대한 

안전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안전 분위기(Safety Climate)는 Griffin and Neal(2000), Zohar(1980), Kim(2014)의 연

구를 바탕으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물류 안전 활동은 중요하다(SAC 1).”, “물류 안전 활동이 작업의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SAC 2).”, “물류 안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항상 가치 있다(SAC 3).”, “전 직원

들이 부담없이 물류 안전 사고를 보고할 수 있다(SAC 4).”로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안전 예방은 기존 연구에서 

물류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의 준비체계 및 활동 수준으로 정의하였다(Lee and Park, 2022). 본 연구에서도 기

존연구와 유사하게 안전 예방을 기업의 관리자들이 인식한 물류 안전을 위한 시스템적인 준비의 정도로 정의한다. 

안전 예방(Safety Prevention)은 “물류 안전을 위한 관리계획 활동을 시행한다(SAP 1).”, “물류 안전을 위한 절차 

및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SAP 2).”, “물류 안전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실시한다(SAP 3).”로 3문항이며, 이 변수들

은 Carter and Jennings(2004), Cilibert et al.(2008), Kim(2014)의 연구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다. 안전 행동에 

대한 정의를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동이라 하였다(Hwa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안전 행동을 기업의 관리자들이 인식한 물류 안전 운송을 위한 방침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안전 행

동도 앞선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안전 행동(Safety Behavior)은 3문항으로 “물류 

안전 운송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다(SAB 1).”, “물류 안전 운송을 위해 과속을 하지 않는다(SAB 2).”, “물

류 안전 운송을 위해 과적을 하지 않는다(SAB 3).”이다. 

3.3 문항 타당화 과정

3.3.1 신뢰성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2는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 우선, 구성개념(Construct)별 측정항목

(Item)의 수와 구성개념별 측정항목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찻값을 정리하였다.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측정 항

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을 산출하였다. 지원적 상생협력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926, 

안전 분위기, 안전 예방, 안전 행동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각각 0.861, 0.857, 0.818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

인 0.7을 초과하였기에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었다(Nunnall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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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추출법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고, 추출을 위한 고유 값(Eigen value) 기준은 1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구성개념(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한 베리멕스 회전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성개념(요인)별 

고유 값이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였고, 4개의 요인에 의한 총설명분산비율도 78.235%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 설

정한 구성개념(요인)의 수와 동일하게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뉘어졌고, 각 요인의 적재량 값도 적정한 수준을 보였

다. 따라서,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nstruct Item Mean S.D. Cronbach’s α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Supportive 

Collaboration

SUC 1 2.97 0.98

0.926

0.116 0.896 0.142 0.153

SUC 2 2.83 0.97 0.157 0.923 0.127 0.132

SUC 3 2.64 0.97 0.062 0.905 0.075 0.084

Safety 

Climate

SAC 1 4.16 0.65

0.861

0.846 -0.003 0.170 0.186

SAC 2 3.91 0.78 0.836 0.054 0.210 0.079

SAC 3 3.95 0.68 0.841 0.176 0.093 0.224

SAC 4 3.83 0.80 0.655 0.280 0.103 0.339

Safety 

Prevention

SAP 1 3.50 0.76

0.857

0.202 0.162 0.809 0.181

SAP 2 3.46 0.81 0.192 0.096 0.882 0.124

SAP 3 3.35 0.83 0.099 0.095 0.815 0.276

Safety 

Behavior

SAB 1 3.56 0.82

0.818

0.177 0.218 0.155 0.757

SAB 2 3.78 0.72 0.170 0.144 0.220 0.853

SAB 3 3.90 0.67 0.323 0.016 0.238 0.767

Eigen value 2.845 2.699 2.360 2.266

% of variance 21.886 20.760 18.155 17.434

   

Table 2.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3.3.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3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담고 있다. 결과의 해석에 앞서,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살

펴보면, SRMR은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기에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 

내린다(Bollen 1989; Browne and Cudeck, 1993; Carmines and McIver, 1988; MacCallum et al., 1996; 

Steiger, 1989). 각 구성개념별 표준화된 요인 적재량(Standardized Estimate)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AVE의 기준치 0.5, C.R.의 기준치 0.7보다 낮은 값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

석에 이어 집중 타당성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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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Items Mean S.D. Standardized Estimate λ t-value AVE C.R.

Supportive 

Collaboration

SUC 1 2.97 0.98 0.892*** -

0.812 0.932SUC 2 2.83 0.97 0.979*** 18.54

SUC 3 2.64 0.97 0.826*** 13.92

Safety 

Climate

SAC 1 4.16 0.65 0.806*** -

0.627 0.925
SAC 2 3.91 0.78 0.768*** 9.85

SAC 3 3.95 0.68 0.864*** 11.21

SAC 4 3.83 0.80 0.723*** 9.15

Safety 

Prevention

SAP 1 3.50 0.76 0.809*** -

0.673 0.906SAP 2 3.46 0.81 0.870*** 10.74

SAP 3 3.35 0.83 0.780*** 9.86

Safety 

Behavior

SAB 1 3.56 0.82 0.689*** -

0.628 0.899SAB 2 3.78 0.72 0.870*** 8,70

SAB 3 3.90 0.67 0.807*** 8.41

Fit index:  1.756, CFI0.962, TLI0.949, RMSEA0.072, SRMR0.056

* < 0.1, ** < 0.05, *** < 0.01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Constructs 1 2 3 4 Mean S.D. 5th 25th 50th 75th 95th

1. Supportive Collaboration 0.901 2.81 0.90 1.00 2.00 3.00 3.33 4.00

2. Safety Climate 0.348*** 0.791 3.96 0.61 3.00 3.75 4.00 4.25 5.00

3. Safety Prevention 0.324*** 0.461*** 0.820 3.43 0.70 2.00 3.00 3.33 4.00 5.00

4. Safety Behavior 0.363*** 0.582*** 0.553*** 0.794 3.74 0.63 2.67 3.33 4.00 4.00 5.00

* < 0.1, ** < 0.05, *** < 0.01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Descriptive Statistics and Empirical Distributions

Table 4의 5번째 열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본 연구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렬의 대각선상에 있는 값은 AVE의 양의 제곱근 값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상관계수 

값보다 모두 크므로 판별 타당성에 문제가 없었다(Fornell and Larcker, 1981). 추가적으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구성개념들의 평균값, 표준편차 값과 백분위수를 활용한 경험적 확률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Kim and Henders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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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연구모형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 검정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합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SRMR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값들을 충족하고 있기에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Bollen, 1989; Browne and Cudeck, 1993; Carmines and McIver, 1988; MacCallum et al., 1996; Steiger, 

1989). 

* < 0.1, ** < 0.05, *** < 0.01

Figure 2. Hypothesis Test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Figure 2는 연구모형의 가설 검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생변수인 지원적인 상생협력이 안전 분위기

(          )와 안전 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형 물류기업과 계약을 맺어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국내 중소 물류기업이 

인식한 대형 물류기업의 지원적인 상생협력 활동은 중소 물류기업의 안전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안전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

다. 가설 3과 가설 4는 중소 물류기업 내 형성된 안전 분위기가 안전 예방 활동과 안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안전 분위기는 안전 예방 활동(          )과 안전 행동

(          )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5도 채택되었다. 즉, 안전 예방 활동이 안전 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CFI TLI RMSEA SRMR

Research Model 108.020 60 1.800 0.959 0.946 0.074 0.068

Recommended Values - - ≤ ≥ ≥ ≤ ≤

Table 5. Fit Index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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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대형 물류기업과 계약을 맺어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국내 중소 물류기업의 안전 품질 관점에서 인식한 

대형 물류기업의 지원적 상생협력 활동이 중소 물류기업 내의 안전 분위기 형성과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소 물류기업 내 형성된 안전 분위기가 안전 예방 활동과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뿐 

아니라 안전 예방 활동과 안전 행동 간의 관계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리서치 전문업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표본 프레임에 해당하는 중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최종적으로 147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Brown(1996)은 제조 분야의 운영 관리자들이 점점 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련 연구들의 부족으로 

인해 참조할만한 근거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연구자들이 안전 관련 변수들을 활용한 연구를 늘릴수록 현실

에서의 안전문제들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논하였다. 기업 단위의 안전 연구들을 공급 사슬 단위로 확장시키는 

연구는 그 후에 일어났고, 공급 사슬 전체의 기업들의 안전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내 사망 및 부상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관련 비용 및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재무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Cantor, 2008).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위의 연구들을 계보를 이어 공급 사슬 상의 상생 협력이 안

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중소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공급 사슬에서의 관행이 축적되면서 공공 정책 부분에서의 긍정적 이슈를 도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물류기업이 중소 물류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행하는 지원적 상상협력 즉, 중소기업을 위

한 생산성, 기술 수준 및 경영기법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중소 물류기업의 인식은 중소 물류 기업 내의 안전 분위

기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안전 분위기는 중소 물류기업 내의 물류 안전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조직 내의 공유된 가치와 믿음이다. 즉, 작업의 속도보다 안전 활동이 더 중요하며, 물류 안전을 개선시

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항상 가치가 있다고 공유된 믿음은 물류 기업 내 운영 관리자와 전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자들은 운영 관리자와 전 

직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교류하면서 안전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기업 내 주요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 가능한 거래 관계를 위한 대형 물류기업이 행하는 중소 물류기업의 역량 강화 활동인 지원적 상생협력

은 앞서 살펴본 안전 분위기의 긍정적인 형성뿐 아니라 안전 행동에도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였다. 상대적으로 

안전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보다는 직접적인 영향력의 관계가 약했지만, 안전 행동은 물류 안전 운송을 위

한 물류 기업 내 행동의 기본 원칙으로 물류 운송과 관련된 사고 발생률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들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소 물류기업의 역량 강화 활동의 일환인 지원적 상생협력으로 인해 형성된 중소 물류 기업 내의 안전 분

위기에 대한 공유된 가치와 믿음은 안전 예방 활동뿐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물류 안전 운송을 위한 과속 및 

과적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안전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이 실증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 예방 활동은 물류 안전을 위한 절차 및 매뉴얼이 마련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물류 안전 활동들을 줄여 

명확히 문서화한 후 계획적으로 물류 안전 관리 활동이 시행됨을 의미하기에 성과 개선의 기본이 될 것이며, 계획에 

따라 물류 안전 교육 및 훈련 활동이 실시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 예방 활동이 또한 안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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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이 있으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우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중소 물류기업의 사장 혹

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 대상으로 자료의 수집을 요청하였으나 설문지 구성단계에서 표본기업의 특성만 고

려했을 뿐, 응답자의 특성, 즉 예를 들어 직책, 담당업무, 담당업무의 경력 등을 설문에 포함하지 않은 본 연구의 한

계점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기업 특성과 함께 응답자의 특성을 함께 디자인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안

전 행동을 성과변수로 고려를 했으나, 비용 감소 등 구체적인 수치로 경영성과로 측정하지 못한 점과 최근 ESG 경영

이 중요한 기업의 환경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론적 시사점뿐 아니라 

실무적 관심을 더욱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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