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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민간항공기는 조종실 환경이 더욱 복잡

해짐은 물론, 첨단의 항공공학 기술과 다중시스

템이 적용된 자동화 구조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간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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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zational culture among flight crews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individual
attitude and behavior of member flight crews, and active training is conducted focusing on
improving flight crews' Crew Resource Management(CRM) performance. However, adequate
research and train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light crew's individual culture and CRM
performance have not been conducted. Henc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dividual
cultural values on CRM performance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with
captains and first officers working for commercial airlines as participants. For the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 cultural value scale, power distanc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RM
performance, uncertainty avoida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and individualis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ith regard to the moder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ultural values and CRM performance, a significant
interaction was found between power distance and CRM performance, but not between
uncertainty avoidance and CRM performance, or between individualism and CRM
performance. Power distance and CRM performance exhibited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in case of low psychological safety. Compared to existing research measur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ilot groups on a national or organizational culture level, this study is
uniquely valuable in that it also co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ultural values
of commercial airline flight crews and CR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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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기적인 업무 관계가 요구되며, 분업과 협업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즉, 현대의 민간항공기 조종실내에서의 업무는 

자동화 증가에 따라 신체 생리적 특성에 의한 개

인기량보다 팀제 형태의 상호협력 업무의 효율성

이 강조되고 있다[1].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종석

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만나, 편조를 이루어 업무

하는 조종사들은 연령, 직급, 출신 등에 의해 다

양한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적 특성은 조종사들의 선호하는 가치유형, 상호 

협조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2]. 과거에는 조종사의 조종기술능력에 따라 

비행의 성과가 좌우되었으나, 현대의 민간항공기

는 시스템과 자동화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항공기에 대한 운용능력operating skill)이 우선될 

뿐 아니라 관리능력(management skill)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게 되었다[2]. 또한 민간항공 조종

사들의 업무영역은 첨단화되고 기술집약적으로 

되어 행동양식은 이미 국가영향을 초월하고 있으

며, 기술 환경과 규정은 범세계적으로 표준에 가

깝다[3].
이에 전 세계 민간항공사는 공통적으로 승무원

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CRM) 기

법을 도입하여 조종사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조종기술(Technical Skills)과 CRM 수행(non-
Technical Skills)을 동일한 비중으로 혹은 이를 

더 강조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따라

서 민간항공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CRM교육을 

실제 수행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이 가운데 개인문화 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1.1 연구목적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항공 장면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기술적 개선을 거듭하여 1,000,000비
행편당 항공기 전손사고가 0.32건으로 높은 안전

성을 확보하게 되었다[4]. 그러나 전 세계의 항공

기 운항편수와 대비하여 사고비율은 크게 감소되

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항공사고에 대한 보다 다

양한 접근의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개

인적 수준에서의 문화적 특성이 조종사들의 조종

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려

고 한다. 이에 따라 문화적 특성이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항공조종사가 항공기 조종업무 중 조우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수준에서의 문화적 요

인과 CRM 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를 위해 Yoo 등[5]이 개발한 개인문화가치척도

(Individual Cultural Values Scale: CVSCALE)를 

항공장면에 적합하게 번안한 척도를 통해 개인문

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문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를 심리

적 안전감이 조절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효과적인 CRM을 수행할 수 있는 조종

사의 개인문화가치와 훈련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자 한다.

1.2 용어 정의

1.2.1 Hofstede의 문화차원 척도(Cultural Dimensions)

Hofstede는 국가 간 문화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업무에 있어서 문화가치와 관련된 국가 간의 차

이‘ 연구에서, 1967년부터 1973년 사이에 71개국

에 분포된 다국적기업 IBM의. 직원 11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회

사 직원들의 상황적 태도와 더불어 기본적 가치

체계를 알아보려는 시도였다. 설문지는 20개국의 

언어로 만들어졌으며, 자료분석은 40개국 간의 

국가별 직원표본을 동등하게 계층화하여 만든 평

균점수를 사용하였다[6].

- 권력거리(Power Distance: PDI)

권력거리는 더 낮은 직급, 권력이 적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의 권력이 불공평하게 배

분되었을 경우 이에 얼마나 순응하는지를 나타낸

다[7]. 즉,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의 권력차이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며, 권력차이가 

큰 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계층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맞는 지위를 가진다. 둘째, 권

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셋째, 집권화

되고 계층화되어 조직 형태가 좀 더 강한 종속관

계를 나타낸다. 넷째, 불평등한 인간 사이를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권력차이가 큰 

사회에서는 인간은 모두 동등하지 않는다는 전제

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함은 물론 각

자의 위치에 따라 권위를 부여하고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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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위계질

서가 엄격하고 가정에서의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을 당

연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권력거리 수준은 아

동들이 사회화 과정에 진입하고 순응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가족구성원에 의해서도 습득되고 있다.

- 불확실성회피(Uncertainty Avoidance: UAI)

불확실성회피는 미지(unknown)의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문화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지(willingness)로 정의 되며, 한 사회의 애매성

에 대한 관용의 정도를 다루고 있다[7]. 이는 비

구조화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불편함이나 안락

함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비 구조화된 상황

이란 새로움, 알려지지 않음, 놀라움, 그리고 평

소와는 다름을 의미한다.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높은 문화는 엄격한 법과 규정, 보안장치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 수준이 높은 문화의 사

람들은 좀 더 감정적이고, 쉽게 자극 받는 경향

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낮

은 문화의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것과 다른 견

해에 대해서 보다 더 관용적이며, 가능한 한 최

소의 규정을 갖고, 철학과 종교에 대해 열린 입

장을 취하며, 다양한 상황을 허용한다. 또한 이러

한 문화내의 사람들은 보다 더 침착하고 사색적

이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6].
한편, Hofstede를 시작으로 문화연구자들은 서

구와 동양문화가 불확실성을 다루는데 있어서 차

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특히, 동양문화

가 서양문화보다 더 불확실성을 회피한다고 하였

다[8,9,10]. 전 세계 8천명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Helmreich와 Merritt의 연구에 의하면, 불확

실성회피 성향이 낮은 나라의 조종사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에 익숙했다[11]. 이는 조종업무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절차와 규정에 명시되

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여, 대응 행동을 할 때, 이

전부터 고수된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규칙을 넘어

서 행동하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다양한 방

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

한 나라들의 규정과 절차는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높은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명료

했다[66].
유사한 맥락에서 Sorrentino의 불확실성지향이

론은 성취행동관련 인지의 개인차를 연구하기 위

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12,13,14], ‘인지스타일 

지향에서의 성격차이가 문제해결에 있어서 개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Rokeach[15]의 개념이 포함

되어 있다[16]. 불확실지향은 불확실성 해결에 정

적 동기부여 기능을 한다. 그러나 확실성지향주

의자들은 불확실성 해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

태의 상황 하에서 더 동기부여 된다. 실제로 확

실성지향주의자들은 명료함이 유지되는 것에 더 

이끌리며,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주

어지면 개인의 심적 상태에 대한 위협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지향주의자들

은 불확실성을 해결함으로써 명료성을 찾는데 주

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확실성지

향주의자들은 이미 알려진 것을 따름으로써 명료

성을 유지하는데 동기부여 되어 있다[16]. 불확실

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확실성지향주의자들은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접적인 방식

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새롭게 나타난 자기관련정보에 대해서 더욱 그러

한데, 심지어 자신이 갖은 지식과 모순되어 혼돈

과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에 적극

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며[12], 처해진 상황과 관계없

이 새로운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한다[17].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지향

주의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명료하게 만들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유

지, 고수하는 것에는 약한 동기를 보인다. 반면에 

확실성지향주의자들은 불확실성지향주의자와는 

반대로 현 상황을 고수하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

에 머무는 데에 적극적이다. 즉, 불확실성에 직면

하면, 확실성지향주의자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환경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방

식을 고수하기 위한 경험적 지식이나 방식에 의

존한다[18].

-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IND)

개인주의는 소속된 조직 내에 개인이 얼마나 

융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개

인주의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서로가 느슨한 관계

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과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개인주

의 성향의 특징은 타인과 경쟁적이 아닌 대등관

계의 자율적 활동을 선호하고, 높은 자립성을 보

이며, 자신을 탁월한 존재로 생각 하거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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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추구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연구 되고 있

다. 반면 집단주의사회의 사람들은 출생 시부터 

친척을 포함한 조직 내에서 응집되고,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조직 내 보호를 보장으로 맹목

적 충성을 요구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의존

성, 자기억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타인지향/사회

지향적 동기, 욕구통제동기가 두드러지고, 개인주

의 사회에서는 자율성, 자기표현, 안정성을 강조

하기 때문에 개인지향동기, 개인지향적 성취동기,
환경통제동기, 일관성추구동기가 두드러지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개방성, 외향성 

등이 높을수록 적응수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2.2 CRM(Crew Resource Management)수행

CRM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가용한 인적, 정보, 장비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19]. 조종실 내

에서의 기장과 부기장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에 의한 의사결정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CRM훈련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CRM은 1979년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조종실내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on Flight deck)’ 워크샵

에서 최초로 언급이 되었으며, 이후 항공운항환

경의 변화와 함께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왔

다. 민간항공사에 CRM훈련이 최초 도입된 것은 

1981년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이며, 이 

시기에는 리더십과 같은 일반적 개념과 심리적 

검사가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으나, 현재의 

CRM은 오류관리(Error Management)기법을 포

함하는 보다 전문적이면서 확대된 련이 적용되어 

주요훈련과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20].
항공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조종사의 선발에서,

우수한 비행기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발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비행임

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비행기량 뿐만 아

니라 승무원 상호간의 상호작용능력도 필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21]. 조종사 상호간 협

력문제가 항공기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는 것을 발견한 이후, 훈련프로그램과 조종사 수

행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다[22,23]. 이러한 조종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항

공분야에서 강조되는 것이 CRM(Crew Resource

Management)이다. 1970년대 CRM훈련프로그램

이 항공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

후, 관련연구자들과 훈련관계자들은 조종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고,
Helmreich 등은 조종사 선발정책에도 CRM이 반

영되길 권고하였다[20]. 이들은 성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전형적인 기술적 역량과 동기뿐만 아니

라 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종사간 협력기술

을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1].
그러나 현재 국내 CRM훈련은 항공사별 조직

문화 특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미국과 유럽의 

서구 문화적 배경을 갖는 훈련 프로그램이 그대

로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 국내 민간항공

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1.2.3 심리적 안전감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은 그룹 안

에서 해당 구성원들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4]. 즉, 심리적 안전감은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행동을 보

여도 조직 내의 구성원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25]. 다시 말하면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나 조직의 업

무방식에 관한 의문과 오류를 제기하고, 다른 구

성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개인적 믿음을 의미한다[26]. 또한 특정한 논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이 실패했을 때, 발생되는 대인

적 위험(interpersonal risk)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신뢰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안전감은 그룹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만들어진 공유된 신뢰감이며, 조직이 구성

원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쉽게 거절하거나 부

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일종의 

확신감이다[27]. 이러한 조직분위기를 인지하고 

업무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개방감을 느끼고,
업무상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으

며, 더 많은 생각과 의견을 제안하고 직무과정에 

대한 토의가 보다 더 풍부해지며,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낸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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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조직문화 영향에 따른 개인문화가치

문화는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가치, 신

념,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며, 정상적 상황 하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 한다[19].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배경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해석하

며, 사용하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9]. 이

러한 문화는 일종의 집합적인 현상으로 집단에 

따라 독특한 양상을 갖는다. 예를 들어 조종석과 

같이 동일한 업무환경 속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문화

(Professional Culture)와 각각의 항공사마다 존재

하는 특유의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그리고 보다 큰 차원의 범위를 갖는 국가문화

(National Culture) 등으로 구분된다[20]. 문화는 

사회환경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일

종의 정신프로그램이며,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 

정신프로그램도 달라진다[30]. 다시 말해서 국가

문화는 출생 시부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화에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직업문화와 조직문

화는 강한 보상이 주어지면 변화 시킬 수도 있

다. 이렇게 해서 변화된 조직문화는 조종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와, 조종사간의 의사소

통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업무에 적

용되는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s)와 규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
현재 우리나라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를 구분함

에 있어서, 대별하여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 출신

과 일반 대학을 졸업한 민 출신으로 분류하고 있

다. 그러므로 조직문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군

대에서 초기 비행교육을 받은 군 출신의 군대문

화 특성과, 일반 대학과 일반 비행학교에서 초기 

비행교육을 받은 민 출신이 몸담았던 사회의 문

화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출신에 따른 조직문화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 비교문

화 연구를 진행한 국내 연구에서는 개인-집단주

의 이론이 도입된 초기에 집단주의로 분류되었던 

한국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언

급하였다[31,32].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의존성, 자

기억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타인지향/사회지향적 

동기, 욕구통제동기가 두드러지고, 개인주의 사회

에서는 자율성, 자기표현, 안정성을 강조하기 때

문에 개인지향동기, 개인지향적 성취동기, 환경통

제동기, 일관성추구동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33]. 또한 개인의 개방성, 외향성 등

이 높을수록 적응수행이 높게 나타난 것[34]으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 사

회 성향의 특징은 타인과 경쟁적이 아닌 대등관

계의 자율적 활동을 선호하고, 높은 자립성을 보

이며, 자신을 탁월한 존재로 생각 하거나, 높은 

지위추구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연구 되고 있

다[35]. 조직문화는 그들의 조직과 조직 내에서의 

현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해석적 준거

가 되며 자신과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36]. 이를 통

해서 일반대학이나 일반 비행학교에서 초기비행

교육을 받은 조종사의 개인문화가치는 개인주의 

성향이 우세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대학이나 일반비행학교에서 초

기 비행교육을 받은 조종사는 개방적이고 수평적

인 사고체계를 갖고 자율적이고 외향적인 행동패

턴의 문화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Lang은 군대문화의 특성을 집단적

(communal)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엄정한 명령체

계로 정의하였다[37]. 국내 연구에서도 민진은 우

리나라 군대의 조직문화에 대한 관료주의적 특성

과 집단주의적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였고[38], 김

성국은 군대조직문화의 특징으로 공식적 위계집

권적 구조, 개인보다는 조직우선, 명령통제의 보

편화를 들고 있다[39]. 따라서 조종사의 자세와 

행동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문화의 맥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Hackman[52]
의 연구에서 보듯, 임무완수를 목적으로 한 군대 

비행교육 특성상, 군 출신 조종사의 개인문화가

치는 집단주의적이면서 위계적인 성향의 개인문

화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

다.

2.1.1 민간항공 조종사문화

민간항공 분야에서 문화적 요소가 사고의 원인

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1991년 

9월11일 미국Texas주 Eagle Lake에서 비행 중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추락하여 14명의 희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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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Continental Express Flight 2574편 사고이다

[40]. 그러나 수많은 사고원인분석관련 이론들과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조직적 사고들이 최근까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적인 요인

들이 직접적으로 사고에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 

된 것은 거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

가 조종사들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원인이 

80%이상이라는, 운항승무원 오류와 관련된 보고

와 개념들은 잘 알려져 있다[41,42].
한편, 국내 민간항공 조종사의 문화적 요인의 

실증적 분석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의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문화적 특성은 북유럽인

들의 문화적 특성처럼 낮은 권력거리, 낮은 불확

실성회피, 높은 개인주의, 그리고 낮은 남성성으

로 나타남을 실증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43].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 근로자는 남성성 지수가 높다

는 일반적인 관념과는 달리, 조종사는 여성성 지

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적 기

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호 협동이 중요하고,
갈등을 타협과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

기 때문에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여성성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민간항공

사 조종사들이 여성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기술적

인 문제와 인간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는 승무원

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CRM)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제안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민간항공 조종사들은 비상

상황에서도 정상상황에서와 동일하게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높은 스트레스상

황에서도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문가 조직문화의 

긍정적인 면으로써, 높은 수준의 직업적 자부심

과 업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라 

할 수 있으나,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자신은 불

사신이라는 듯한 'macho'적 생각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CRM훈련의 효

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9].

2.1.2 군항공 조직문화

우리나라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들은 직업배경 

측면에서, 군대에서 비행교육을 받은 군 출신 조

종사들이 절대적인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Lang
은 군대문화의 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첫째

는 집단적(communal)인 특성을 가지며, 둘째는 

권위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위계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강조이며, 셋째는 군 기강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명령이 엄정히 수행되게끔 구성된 

지휘체계라고 군대문화의 특성을 정의하였다[37].
군대문화특성 연구에서 Soeters와 Recht는 

Hofstede의 가치조사 모듈 (Value Survey
Module: VSM)을 이용한 분석에서 집단주의와 

남성성을 군대문화의 대표적 특성으로 분류하였

다[44]. 이러한 군대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

인 군인들은 군대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생

활하고 업무도 하며, 퇴근 후에도 부대인근의 관

사지역에서 함께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군인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류하면

서 공유하는 가치와 행동은 서로가 동일한 형태

의 가치체계로 더욱 공고해진다[45]. 이러한 직업

군인들은 초 남성적(hyper-masculine) 군대문화

의 영향으로 과도한 자기의존성과 같은 지배적인 

남성적 역할규범에 의한 행동특성을 자주 나타내

게 된다[46].
군 항공기는 비행 임무 시 조종실내의 정조종

사(cockpit leader)는 오로지 한 명이며, 비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군대의 항공

조직은 정조종사의 자격획득과 자격 유지를 결정

하기 위한 표준(훈련, 평가, 비행시간, 리더십훈

련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인성, 태도 또는 팀 

지향 행위와 같은 개인적 측면보다는 직무관련 

경험과 기술적 숙달도를 측정 하는 데에 기반한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군 항

공에서의 정조종사(cockpit leader)는 정해진 계

획에 의거하여,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비행 중

에는 최종결정만 하는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하는 

비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47]. 이러한 

군 항공 분야에서의 독단적 리더십 성향은 조종

사 직급상의 계층구분에 의한 지극히 자연적인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48], 주어진 과제

를 즉각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지휘명령과 일방적

인 의사소통의 특성을 갖는다[49]. 한편, Mjφs는 

군대문화의 수직적, 계급중심적, 폐쇄적, 집단주

의, 남성우월성 등이 강조되는 특성에 기반하여 

군 조종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항공

사고 발생율이 높게 되었으며, 집단주의적 문화

가 개인주의적 문화 성향보다 사고 발생율이 높

게 나타나고, 개인주의적 문화는 상대적으로 사

고 발생율이 낮다고 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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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Soeters와 Boer는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공군의 항공사고

(국가별 1만 비행시간 당 사고 횟수와 Hofstede
의 Cultural dimension을 비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한 개인주의와 약한 불확실성회피 문

화보다 강한 집단주의와 강한 불확실성회피문화

를 갖는 국가가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

하였다. 다시 말해서 강한 집단주의 군대문화가 

약한 집단주의 군대문화보다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고, 강한 불확실성회피나 규정지향중심의 군대

문화가 사고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

였다[6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 공

군에서 사고발생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군문

화는 좀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보유하여, 조직 

내에서도 개개인이 좀 더 독립적인 위치를 취하

는 경향이 있었고 권력거리도 상대적으로 작았

다. 더 나아가서 개별적 구성원들이 업무 중에 

임기응변적 방법을 통해서 조직 내 구성원 간에 

낮은 갈등을 보였고,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덜 

경직된 지향을 하였다[66]. 반면에 사고발생 기회

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군문화는 조직 지향적

(organization-oriented)이고, 단체적 사고

(institutional thinking)가 두드러졌다. 이들 공군

문화는 조직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조직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관

료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칙, 절

차 항목에 대한 경직된 사고는 구성원 개개의 판

단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러한 공

군문화에서 항공기 전손(total losses)사고가 월등

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연구되었다. Hofstede 연

구에 의하면 스페인조종사들은 모의비행장치 훈

련 중 갑작스런 비상상황을 부여 했을 때, 덴마

크 조종사들보다 더 많은 에러를 발생 시켰는데,
이러한 요인은 비행 훈련 시 스페인공군이 덴마

크공군보다 더 불확실성회피에 비중을 두고 훈련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0].
한편, Mjφs는 한 국가 내에서의 항공사간의 조

직문화를 비교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군 출신 

조종사 비율이 높은 조종사로 구성된 항공사가 

민 출신 조종사 비율이 높은 조종사로 구성된 항

공사보다 권력거리나 남성성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조

종실내의 높은 위계도를 갖는 군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1]. 이 같은 위계적 문

화는 공식적 절차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기존의 

관례를 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의 환경적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51]. 요약해보면, 군대 조직문

화의 특성은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로 정

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의 조직문화

특성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민진의 연구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

고, 계서적 권위주의, 즉, 위계적 성향에 대해 응

답자의 89.3%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38]. 따라서 군대 조직문화의 집

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특성이 대다수 구성

원들에게서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군대문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군대에서의 비행

교육도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환경 하에서 진

행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례로, 비행 훈

련 중, 갑자기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여, 비상조치

를 하기 위해 숙련된 비행교관(중위계급의 캐나

다공군)이 조종간을 인수하려고 할 때, 조종간을 

인계하지 않고 거부한 학생조종사(대위계급의 스

페인공군)가 그 사례이다[66].

2.2 개인수준의 문화가치와 CRM수행의 관계

CRM 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CRM훈련

은 인적 오류를 관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직적 차원의 방책 중 중요요소 중의 하나이

다. CRM훈련은 조종사와 여타 구성원들이 속한 

조직문화가 긍정적일 때, CRM이나 CRM훈련과 

관련한 개념을 보다 더 순조롭게 수용하기 때문

에 조직문화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20].
따라서 직접적으로 CRM을 수행하여야 하는 조

종사들은 각자가 속해 있는 조직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Hackman도 조종사의 자세와 행동은 그들

이 몸담고 있는 조직문화의 맥락이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52]. 이를 통해서, 조

종사들이 속해있는 조직문화가 CRM 수행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팀을 “둘 이상의 사람이 각각에 주어진 특정 

역할이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의존적이

면서 상호작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멤

버십의 수명(life span)이 일시 한정적인(a
limited)것”으로 정의한다면 조종석 내 운항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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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하나의 팀이다[53]. 이 같은 팀제업무 맥락

에서 조종실내 비행업무수행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첨단 조종

실내의 높은 기술환경은 두 사람이 상호 협력 하

에 운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

는 조종실내에서는 상당한 업무부하 속에 복잡한 

의사전달체계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1]. 두 

명의 조종사를 운용하는 민항에서 조종사들은 비

행하는 동안의 대부분을 같은 직무 내지는 번갈

아 직무(PF직무와 PM직무/Pilot-Flying and
Pilot-Monitoring)를 수행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이 같은 직무유연성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을 수반하는 의무적인 팀워크행동을 요구한다.
국내 민간항공사 조종사들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종석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만나 

편조를 이루어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많은 연령 

차이와 기장과 부기장이라는 분리된 직급, 그리

고 초기 비행 교육을 받은 곳이 민간 교육기관 

또는 군 교육기관이냐에 따라 명확한 구분이 되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편조된 조종사간에 선호

하는 가치유형이 다양하여 상호 협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음 언급하였다[2].
한편, 최신의 민간항공기의 조종실처럼 다중복

잡시스템의 기저하고 있는 자동화의 철학은 사용

자문화가치에 부합한다기보다는 제작자(사)의 문

화가 반영된 것으로[54], 이것은 대부분의 민간항

공기가 서구문화에 입각하여 설계되어 있다[11]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첨단의 자동화

(Automation)된 현대의 민간항공기의 조종실 구

조는 일부 항공기 제작사인 Boeing(미국)과 

Airbus(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됨)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문화적 관점에서 구성된 자동화 

철학이 반영된 구조이다. 또한, 현대의 민간 항공

기는 조종실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두 명의 조종사는 더욱더 유기적 업무 

관계 속에 분업과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

는 환경에 놓여 있다. 즉, 현대의 민간항공의 조

종실내에서의 업무는 자동화 증가에 따라 신체생

리적 특성에 의한 개인기량보다 팀제 형태의 상

호협력 업무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1].
과거에는 조종사의 조종기술능력(stick and

rudder skill)에 따라 비행의 성과가 좌우되었으

나, 현대의 민간항공기는 시스템과 자동화 기능

의 비약적 발전하여 항공기에 대한 운영기술

(operating skill)이 우선될 뿐 아니라 관리기술

(management skill)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게 되

었다[2]. 관리기술은 CRM이라는 기법으로 대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CRM프로그램은 안전과 

관련된 행동을 훈련시키기 위한 논리적 장치

(logical vehicle)이며, 외적 위협과 조종사 에러를 

방어하기 위한 주요 방책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19]. CRM이라고 일컬어지는 훈련전략은 

많은 부분이 사회인지심리학으로부터 응용된 것

으로 초창기의 CRM프로그램은 조종사의 오류

(error)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시작되었고, 해를 거듭함에 따라 항공종사자와 

여타 사람들의 훈련에 까지 확장 되었다[20].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CRM훈련은 서구 문화

적 배경을 두고 개발된 조종실의 다중복잡시스템

에 적합하게 고안된 훈련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서구 문화적 CRM훈련은 후발 도

입국가인 우리나라에도 도입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문화에 맞는 토착화된 프로그램으로 운

용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 CRM을 수용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조직

적 차원에서의 난관은, 첫 번째, 조직관리자와 조

종사의 개인적 문제로서, CRM분야에서 권고되

는 개념에 대한 거부감이다. 즉, 관리자는 사고도 

안 나는데 고 비용의 CRM훈련을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조종사는 이 훈련이 

본인을 제외한 다른 미흡한 조종사들에게나 필요

한 훈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전문가인 조종사들이 외적요인(비
상상황, 피로 등)에 의해 그들의 역량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11].
민간 항공기는 기장과 부기장이라는 서로 다른 

직급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간의 높은 

협력이 요구되는 팀 업무이다. 이러한 조종업무

는 비행시작 전부터 비행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

으로 지식 기반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며, 이 의사

결정은 기장과 부기장의 직급 간 다른 직무와 상

이한 지식을 토대로 한다[55]. 따라서 문화적 배

경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개인문화가치가 혼합 

편조된 팀 구성에서 오는 개인의 CRM수행의 결

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이러한 CRM 수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

이 시도되고 있지만, CRM 수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

기 위하여, CRM 수행을 측정하는 요인과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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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적응수행 척도를 인용하여 연구에 활용하

였다. 적응수행은 변화하는 직무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 행동을 하면서 변화를 수용하고 

학습을 하는 능력이며, 학습을 통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행동으로 정의 되고 있다.

2.2.1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은 그룹 안

에서 해당 구성원들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4]. 즉, 심리적 안전감은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행동을 보

여도 조직 내의 구성원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정의된다[25]. 다시 말하면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나 조직의 업

무방식에 관한 의문과 오류를 제기하고, 다른 구

성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개인적 믿음을 의미한다[26].
이러한 심리적 안전감은 그룹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만들어진 공유된 신뢰감이며, 조직이 구성

원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쉽게 거절하거나 부

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일종의 

확신감이다[27]. 이러한 조직분위기를 인지하고 

업무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개방감을 느끼고,
업무상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으

며, 더 많은 생각과 의견을 제안하고 직무과정에 

대한 토의가 보다 더 풍부해지며,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낸다[28]. 이처럼 심리적 안

전 분위기는 조종사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대인관

계에 중점을 둔 대인적 신뢰에 연관되어 있으며,
조종사들이 서로를 편안하게 느끼는 대인적 신뢰

와 상호간의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특정 될 수 있

다[27]. 그러므로 업무환경에서 조종사 개인이 인

식하는 심리적 안전감은 핵심적인 이슈를 전달하

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실수를 언급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만

약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였을 때, 비난이나 비웃

음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개인은 그러

한 표현행동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56].
심리적 안전감이 주는 이점은, 조종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된다면 불리하거

나 실수를 하더라도 편조된 상대 조종사의 반응

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되어 발언행동을 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두려움을 가

지고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토론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전

감은 생산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갈등에 대

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편안한 논의가 가능하

다. 이를 통해 조종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었

을 때,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아이

디어를 제시하게 된다[57]. 반대로, 심리적 안전

감이 낮아지게 되면 조종사들은 위에서 언급된 

행동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된다. Van Dyne 등은 

이와 같은 대응 행동을 방어적 침묵(defensive
silence)으로 해석하였으며, 자기 보호를 위해 인

지된 정보나 의견 등을 표출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58].
심리적 안전감을 결정하는 선행변인에 대한 이

전 연구에서는, 상위 직급자나 리더를 선행요인

으로 제안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27,
59,60,61]. 구체적으로 상위 직급자의 행동

(behavior)이 심리적 안전감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61], 성격특성 5 요소(Big Five
personality traits)에서 상위 직급자의 친화성

(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성

격요인이 심리적 안전감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이 있음을 제안하였다[60]. 또한, 상위 직급자

에 대한 조직 내 구성원의 신뢰감이 심리적 안전

감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9].
한편, 상위 직급자가 아닌 조직 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상위 직급자 뿐 아니라 함

께 업무하는 주변 동료와의 신뢰감과 존경심이 

심리적 안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61], 나아가 그들과의 관계가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67]. Edmondson은 심리적 

안정감이 조직 내 구성원의 학습 행동(learning
behavior)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면, 조직 내 구성원

이 학습 행동을 추구할 때 예측되는 난처함에 대

한 우려가 줄어들어서 학습 행동이 늘어난다고 

하였다[27]. 이같은 심리적 안전감은 의지와 행동

을 촉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27,63]. 또한,
심리적 안전감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발언

(voice) 정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25,60],
조직 내 구성원의 조직 몰입(engagement)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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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67].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

대로 개인문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에 있어

서 심리적 안전감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 예

측할 수 있다.

Ⅲ. 연구가설

3.1 개인의 문화가치와 CRM 수행

본 연구는 민간항공 조종사를 대상으로 개인수

준의 문화성향이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조절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변

인간의 이론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국내 민간항공 안전에 부합되는 조종사의 문화가

치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

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상대적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아래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1 연구 모형

Helmreich 등은 조직문화가 강력하고 긍정적

일 때, 조종사들은 CRM 훈련과 관련한 신개념

을 더욱 순조롭게 수용하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20]. 이는 직접적으로 

CRM을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들은 각자가 속

해 있는 조직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ackman은 조종사의 자세

와 행동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문화의 맥락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52].

이를 통해 조종사 개인의 문화가치가 CRM 수행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민간항공 조종사의 개인수준의 문화가치

는 CRM 수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조직문화에 있어서, 권력거리가 높은 문화는 

조직 내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와 구조화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그러나 공

식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기존의 관례를 고수하

고자 할 경우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어

렵게 하여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51]. 이와 관련해서 Mjφs는 군 출

신 조종사로 구성된 민간항공사가 민 출신 조종

사로 구성된 민간항공사보다 권력거리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조종실내의 높은 위계도를 갖는 직업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1]. Soeters와 Boer는 군 

항공사고 분석연구를 통해, 규정지향중심의 군대

문화가 사고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권력거리

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제시하였다[66]. 국내연

구에서도 장수왕 등[55]은 출신 별 팀 구성에 따

라 조종실내의 개방성과 조종수행 참여도를 연구

한 결과에서, 민 출신 기장과 민 출신 부기장의 

팀 구성이 다른 출신의 팀 구성보다 개방성과 참

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권력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민 출신 조종사가 

권력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 출신 조종사보다 

조종수행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팀 구성원의 문화적 특성은 CRM
수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높은 권력거리를 갖는 조종사의 CRM
수행도가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1. 민간항공 조종사의 개인수준의 권력거

리는 CRM 수행에 부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불확실성회피와 관련해서, Sorrentino 등은 불

확실성을 선호하는 불확실성지향주의자

(Uncertainty Oriented)는 정보를 찾아서 불확실

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행동을 추구하며, 불

확실한 환경이나 자신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필지형(必知形) 사람들

(need to know type of people)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확실성지향주의자(Certainty Oriente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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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함을 기피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확실성

지향주의자는 불확실함에 직면하면 명료성을 유

지하기 위한 행동을 선호하며, 불확실성을 해소

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조직의 규범과 

같은, 여타의 간접적 방법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64,65].
불확실성지향 모델에 의하면, 상황이 불확실성으

로 정의되면 불확실성지향주의자는 인지적 행동

수준에서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반면에, 상황이 명확하게 정의되면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확실성지향주의자는 불확실성

지향주의자와 정반대의 성향을 보임으로써, 상황

이 명확하게 정의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상

황이 불확실성으로 정의되면 수동적으로 대응한

다. 이때 불확실성지향주의자와 확실성지향주의

자는 서로 다른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 불확

실성지향주의자는 불확실성 지향과 부합되는 상

황에서는 적극적 긍정정서나 적극적 부정정서를 

경험(예: 흥분, 즐거움, 놀람, 두려움 등)하게 되

며, 불확실성 지향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극적 긍정정서나 소극적 부정정서를 경험(예:
차분함, 편안함, 우울함, 지루함 등)하게 된다[17].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불확실성지향주의

자는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확실성

지향주의자는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이

라고 재해석 할 수 있다. Hofstede는 그의 연구

에서 스페인조종사들이 모의비행장치 훈련 중 갑

작스런 비상상황을 부여 했을 때, 덴마크 조종사

들보다 더 많은 에러를 발생 시켰는데, 이러한 

원인은 비행 훈련 시 스페인공군이 덴마크공군보

다 더 불확실성회피에 비중을 두고 훈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50]. 이와는 반대로 불확실

성 수용 문화의 사람들은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 보다 더 관대하며, 가

능한 한 최소의 규정을 갖고, 다양한 상황을 허

용한다[6]. Soeters와 Boer는 NATO의 국가별 공

군의 항공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보다 더 불확실성회피 경향이 큰 군대문화를 갖

는 국가의 공군에서 더 사고 발생율이 높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66].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높으면 CRM 수행

은 낮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가설 1-2. 민간항공 조종사의 개인수준의 불확실

성회피는 CRM 수행에 부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

다.

개인주의와 관련해서, Soeters와 Boer는 국가 

간의 군대문화를 비교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보

다 더 집단주의 경향이 큰 군대문화를 갖는 국가

의 공군에서 더 사고 발생율이 높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결과에서 집단주의 문화와 불

확실성회피성향, 그리고 집단주의문화와 권력거

리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고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군문화

는 조직 지향적이고, 집단적 사고경향이 두드러

졌다[66]. 이와 같은 군대문화의 수직적, 계급 중

심적, 집단주의 등이 강조되는 특성에 기반 하여 

군 조종사들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적 문화 성향보다 사고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고, 개인주의적 문화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율이 낮게 되었다[1]고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높으면 CRM 수행이 높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3. 민간항공 조종사의 개인수준의 개인주

의는 CRM 수행에 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3.1.1 심리적 안전감 조절효과

심리적 안전감은 그룹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만들어진 공유된 신뢰감이며, 조직이 구성원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쉽게 거절하거나 부정적으

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일종의 확신

감이다[27]. 이러한 조직분위기를 인지하고 업무

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개방감을 느끼고, 업무

상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생각과 의견을 제안하고 직무과정에 대

한 토의가 보다 더 풍부해지며, 바람직한 문제해

결 방안을 도출해 낸다[28]. 이처럼 심리적 안전

감은 조종사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에 중

점을 둔 대인적 신뢰에 연관되어 있으며, 조종사

들이 서로를 편안하게 느끼는 대인적 신뢰와 상

호간의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특정 될 수 있다

[27]. 그러므로 업무환경에서 조종사 개인이 인식

하는 심리적 안전감은 핵심적인 이슈를 전달하거

나 업무수행에 대한 실수를 언급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만

약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였을 때, 비난이나 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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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개인은 그러

한 표현행동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최선규, 지성

구, 2012).
심리적 안전감이 주는 이점은, 조종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된다면 불리하거

나 실수를 하더라도 편조된 상대 조종사의 반응

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되어 발언행동을 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두려움을 가

지고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토론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전

감은 생산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갈등에 대

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편안한 논의가 가능하

다. 이를 통해 조종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었

을 때,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아이

디어를 제시하게 된다[57]. 반대로, 심리적 안전

감이 낮아지게 되면 조종사들은 위에서 언급된 

행동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된다.
심리적 안전감을 결정하는 선행변인에 대한 이

전 연구에서는, 상위 직급자의 행동(behavior)이 

심리적 안전감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61], 성격특성 5 요소(Big Five personality
traits)에서 상위 직급자의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성격요인이 심리적 

안전감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제안

하였다[60]. 또한, 상위 직급자에 대한 조직 내 

구성원의 신뢰감이 심리적 안전감과 정적으로 유

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9].
한편, 상위 직급자가 아닌 조직 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상위 직급자 뿐 아니라 함

께 업무하는 주변 동료와의 신뢰감과 존경심이 

심리적 안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61], 나아가 그들과의 관계가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67]. Edmondson은 심리적 

안정감이 조직 내 구성원의 학습 행동(learning
behavior)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면, 조직 내 구성원

이 학습 행동을 추구할 때 예측되는 난처함에 대

한 우려가 줄어들어서 학습 행동이 늘어난다고 

하였다[27]. 또한 심리적 안전감이 높아질수록 실

패로부터 배우는 학습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

다. 이같은 심리적 안전감은 의지와 행동을 촉발

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27,65].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인문화가치

와 CRM 수행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안전감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4. 민간항공 조종사의 개인수준의 권력거

리와 CRM 수행의 부적관계를 심리적 안전감이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안전감이 높

을 때 보다 낮을 때, 권력거리와 CRM 수행의 

부적관계가 강해질 것이다.

가설 1-5. 민간항공 조종사의 개인수준의 불확실

성회피와 CRM 수행의 부적관계를 심리적 안전

감이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안전감

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불확실성회피와 CRM
수행의 부적관계가 강해질 것이다.

가설 1-6. 민간항공 조종사의 개인수준의 개인주

의와 CRM 수행의 정적관계를 심리적 안전감이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안전감이 낮

을 때 보다 높을 때, 개인주의와 CRM 수행의 

정적관계가 강해질 것이다.

Ⅳ. 연구결과

4.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 A항공사의 조종사 330명
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연

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조사 기간은 2017년 7월 

10일부터 2017년 9월 31일까지였으며, 연구 참여

자의 직급은 기장 140명, 부기장 190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직업경력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7년의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설문 참여자

들의 평균 직업경력은 9.7년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

4.2.1 개인수준에서의 문화가치

본 연구에서는 조종사 개인수준의 문화가치를 

츨정하고자  Yoo 등[5]이 개발한 개인문화가치척

도(Individual Cultural Values Scale: CVSCALE)
를 항공장면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이를 통해 알

아보고자 한다. Yoo 등[5]의 문화가치척도는 국

가문화 척도로 Hofstede가 개발한 문화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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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mensions)을 개인수준의 문화가치를 

측정하기위해 타당화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문화

가치척도의 하위요인은 Hofstede의 문화차원의 

하위요인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권력거리

(5문항), 불확실성회피(5문항), 개인주의(6문항),
남성성(4문항), 장기지향(6문항)의 총 26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치척도 하위요인 중, 권

력거리 5문항(‘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지

위에 있는 사람과 상의 없이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 불확실성회피 5문항(‘모든 지시(지침)
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위해, 구

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등), 개

인주의 6문항(‘개인은 조직을 위해 자신의 이익

을 희생해야 한다’ 등)의 총 16문항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의 표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한 척도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권력거리 요인이 .69, 불확실성회

피 요인이 .73, 그리고 개인주의 요인은 .87이었

다.

4.2.2 CRM 수행

CRM 수행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Charbonnier-Voirin 등이 제시한 적응수행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68]. Pulakos 등(2000)이 적응

수행 측정을 위해, 8가지차원의 요인으로 구성된 

총 36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Charbonnier-Voirin 등은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다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5가지 차원(대인관계

의 적응성, 창의적인 문제해결, 비상 및 예측 불

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 업무스트레스관리, 새로

운 기술과 방법 등의 습득)의 총 19개 항목의 적

응수행 측정 도구를 제시하였다.
적응수행의 구성 개념은 Allworth와 Hesketh

에 의해 최초로 논의 되었으며[69], Borman과 

Motowildo의 ‘과업수행 및 맥락수행’ 이론을 확

장시켜 이 두 개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적응수

행’의 개념을 제시하였다[70]. 적응수행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Allworth와 Hesketh는 변화하는 직

무환경의 요구에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변화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69], Mumford 등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상

적이지 않은 새로운 과제를 처리 하도록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행동 이라고 정

의 하였다[71].
본 연구에서는 Charbonnier-Voirin 등[68]의 19

개 문항을 번안하여 척도타당성분석 후 1개 문항

을 제외하고 18개 문항을 적용한 김병호의 번안

척도를 인용하였으며[72], 김병호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1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

의 표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척도의 내

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7이었

다.

4.2.3 심리적 안전감

본 연구에서는 Edmondson의 연구에서 사용되

었던 측정도구[61]를 번안하여 7개의 설문문항을 

활용한 이정환[73]의 번안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설문문항은 ‘우리 부서(팀)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이다’문항을 제외하

고 ‘우리 부서(팀)에서는 부서(팀)원이 실수를 저

지른다고 하더라도 모두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

지는 않는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정환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7 의 신뢰도를 보였

다. 본 연구의 표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874이었다.

4.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째,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둘째, 구성개념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활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셋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

의 다중공선성의 존재로 인한 왜곡된 결과를 예

방하였다. 넷째,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인

문화가치의 하위변인과 조종사의 CRM 수행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인문화가치의 하위변인과 CRM 수행

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4.4 연구결과

4.4.1 변인간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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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SD) 1 2 3 4 5 6 7 8

1. 직급 1.58(.50) -

2. 출신 1.37(.48)   .36*** -

3. 경력 9.73(7.21)  -.84***  -.36*** -

4. 권력거리 2.83(.46)  -.09   -.06   .08 -

5. 불확실성회피 2.58(.43)  -.02   .04   .02   .01 -

6. 개인주의 4.28(.56)   .11*   .12*  -.04  -.12*  -.15** -

7. 심리적 안전감 3.42(.66)  -.03   .09  -.03   .14**  -.16**   .11 -

8. CRM 수행 3.61(.43)  -.17**  -.04   .16**  -.03  -.19**   .29***   .37*** -

주.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CRM 수행은 직급(r =
-.17, p < .01), 불확실성회피(r = -.19, p < .001)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

며, 경력(r = .16, p < .01), 개인주의(r = .29, p <
.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반면에, CRM 수행과 출신(r = -.04, p = .51),
권력거리(r = -.03, p = .6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직급과 출신(r = .36,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직급과 경력(r =
-.84,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권력거리와 개인주의 상관(r = -.12, p <
.05), 불확실성회피와 개인주의의 상관(r = -.15,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로 나타났

다. 개인주의와 직급(r = .11, p < .05), 개인주의

와 출신(r = .17,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인문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안전감과 

권력거리 상관(r = .14, p < .01)은 정적으로, 불

확실성회피 상관(r = -.16, p < .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개인주의 상관(r = .11, p = .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CRM 수행과 

심리적 안전감(r = .37, p < .01)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4.2 CRM 수행에 대한 개인문화가치의 영향

CRM 수행에 대한 개인문화가치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직급, 출신, 경력을 통제변인으로 하

고, 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개인주의를 독립변

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CRM 수행

β R2 ∆R2

1단계 .030*

직급 -.11
출신 .03
경력 .004

2단계 .142*** .112***

직급 -.17*

출신 .01
경력 .001

권력거리 -.01
불확실성회피 -.15**

개인주의 .22***

주.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개인문화가치가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이 CRM 수행에 대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03, p < .05). 2단계에서 직급, 출신과 경력을 

통제한 후, 개인문화가치 하위요인과 CRM 수행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문화가치가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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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112, p < .001). 이에 따라 가설 

1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권

력거리는 CRM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못하였다(β = -.01, p = .90). 이에 따

라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불확실성회피(β =
-.15, p < .01)는 CRM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주의(β = .22, p <
.001)는 CRM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가설 1-2, 가설 1-3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개인문화가치와 CRM 수

행의 관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상호작용 분

석에서는 출신을 제외하고, 직급과 경력에서 개

인문화가치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

로 권력거리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직급(β =
.27,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

과를 보였으며, 권력거리와 CRM 수행의 관계에

서 경력(β = -.02,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권력거리와 직급의 

상호작용효과는 단순 기울기 검증을 통해 확인하

였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조절변수의 수

준(±1SD)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으며[75], 그 결과를 Table 3과 Fig. 2에 

제시하였다. 단순 기울기 검증에는 Hayes[74]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number 1을 

활용하였다. Table 3의 직급의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을 보면, 기장 직급에서 권력거리가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부기장 직급에서는 권력거리가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권력거리와 직급간의 상호작용 그래

프는 Fig. 2에서와 같이 기장 직급에서 권력거리

가 낮을 때 보다, 권력거리가 높을 때 CRM 수

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직급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증

수준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직급

기장(1) -.1758 .0735 -2.40** -.3204 -.0313

부기장(2) .0903 .0702 1.29 -.0478 .2283

주. * p < .05, ** p < .01

Fig. 2 권력거리와 직급의 상호작용 효과

권력거리와 경력의 상호작용효과는 단순 기울기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효

과가 조절변수의 수준(±1SD)에 따라 어떠한 양

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으며[75], 그 결과를 

Table 4와 Fig. 3에 제시하였다. 단순 기울기 검

증에는 Hayes[74]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number 1을 활용하였다.
Table 4의 경력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

증을 보면, 고 경력에서 권력거리가 CRM 수행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

다. 저 경력에서는 권력거리가 CRM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권력거리와 경력간의 상호작용 그래프는 

Fig. 3에서와 같이 고 경력에서 권력거리가 낮을 

때 보다, 권력거리가 높을 때 CRM 수행이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경력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증

수준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경력

저 

(-7.2078)
0867 .0732   1.18 -.0573 .2307

고 

(+7.2078)
-.1394 .0679 -2.05** -.2730 -.0059

주.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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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권력거리와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4.4.3 개인문화가치와 CRM 수행 관계에서 심
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

CRM 수행에 대한 개인문화가치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직

급, 출신, 경력을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권력거리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R2 =.03,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권력거리(β =
-.09, p = .90)의 주 효과가 없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단계
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개인주의
β ∆R2 β ∆R2 β ∆R2

1단계

직급 -.04 -.04 -.10
출신 -.01 .003 -.03
경력 .01 .008 .004

문화가치 -.09 .17*** -.14* .18*** .21*** .23***

심리적 

안전감
.25*** .23*** .22***

2단계

문화가치 X 

심리적 

안전감
.21** .03** -.02 .00 .05 .00

주.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개인문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

권력거리와 심리적 안전감의 상호작용효과는 단

순 기울기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조절변수의 수준(±1SD)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으며[75],
그 결과를 Table 6과 Fig. 4에 제시하였다. 단순 

기울기 검증에는 Hayes[74]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number 1을 활용하였다. Table
6의 심리적 안전감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

증을 보면, 심리적 안전감이 낮을 때 권력거리와 

CRM 수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

을 나타내었으며, 심리적 안전감이 높을 때는 권

력거리가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Fig. 4의 상호작용 그래

프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전감이 낮을 때, 권력거

리와 CRM 수행이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안전감이 낮을 때 

권력거리가 높아지면 CRM 수행이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4는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수준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심리적

안전감

저 

(-0.6585)
-.1896 .0616 -3.08** -.3107 -.0685

고 

(+0.6585)
.0792 .0702 1.13 -.0588 .2173

주. * p < .05, ** p < .01

Table 6 심리적 안전감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증

Fig. 4 권력거리와 심리적안전감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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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회피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불확실

성회피의의 주 효과(β = -.04, p < .05)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

과(∆R2 = .00,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설 1-5는 기각되었

다.
개인주의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개인주의의 

주 효과(β = .21,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R2 = .00,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4.5 논의

본 연구는 CRM 수행에 대한 개인수준의 문화

가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Yoo 등[5]이 개인

수준의 문화가치를 측정하기위해 타당화 하여 개

발한 개인문화가치척도(Individual Cultural
Values Scale: CVSCALE)를 항공장면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개인문화가치 하

위변인의 권력거리는 CRM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 우리나라 민간항공 관리자와 감독기관은 국내 

민간항공조종사들의 권력거리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CRM 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

의 효과가 미약하고, 권력거리가 CRM 수행을 

낮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

측과 다르게, 권력거리와 CRM 수행의 관계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설문에 참여한 

조종사들의 학습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

된다. Fig. 2의 권력거리와 직급의 상호작용 효과

에서 나타나듯, 권력거리가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장 직급의 CRM 수행이 낮아짐

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권력거리가 CRM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수직적, 계

급중심적, 폐쇄적, 특성을 갖는 조종사들의 항공

사고 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권

력거리가 높으면 CRM 수행이 낮아짐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권력거리와 경

력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Table 4의 경력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

기 검증을 보면, 고 경력에서 권력거리가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며, 저 경력에서는 권력거리가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권

력거리와 경력간의 상호작용 그래프는 Fig. 3에
서와 같이 고 경력에서 권력거리가 낮을 때 보

다, 권력거리가 높을 때 CRM 수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참가자 평균 직

업경력은 9.7년으로 나타났다. 즉, 약 10년 이상

의 직업경력을 고 경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제 항공장면에서는 직업경력이 10년이면 기장

의 직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기이다. 바꿔 말

하면 고 경력은 기장의 직급으로 해석할 수 있

고, 앞서 Table 3과 Fig. 2의 권력거리와 직급의 

상호작용효과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불확실성회피와 CRM 수행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고찰에서 언급했듯이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높은 문화는 엄격한 법과 규정, 보안장치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다. 이와는 반대로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낮은 문

화는 다른 견해에 대해서 보다 더 관용적이며,
가능한 한 최소의 규정을 갖고, 다양한 상황을 

허용한다. CRM 수행은 변화되고 불확실한 상황

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처해진 상

황에 부합되게 적절히 적응하는 행동이나 능력이

다. 따라서 개인문화가치 수준에서 불확실성회피

가 CRM 수행과 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불확

실성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CRM 수행이 낮아짐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개인주의와 CRM 수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큰 문화

를 갖는 조직에서 사고 발생율이 높았다는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집단주의 성향과 사고율

은 정적관계를 갖는다. 즉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CRM 수행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CRM 수행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고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개인수준의 문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는 권력거리와 심리적 

안전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불확실성회피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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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주의와 CRM 수

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권력거

리와 심리적 안전감의 상호작용효과는 Table 6과 

Fig. 4에서 나타나듯이 심리적 안전감이 낮을 때,
권력거리와 CRM 수행이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안전감이 낮

을 때 권력거리가 높아지면 CRM 수행이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민간항공사에 종사하는 기장과 

부기장을 대상으로 개인문화가치가 CRM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안

전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Yoo
등이 개발한 개인문화가치척도(Individual Cultural
Values Scale: CVSCALE)를 항공장면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이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개인문화가치 척도의 하위변인 중,

권력거리(β = -.01, p = .90)는 CRM 수행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불확실

성회피(β = -.04, p < .05)는 CRM 수행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개인주의(β = .21, p < .001)는 CRM 수

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문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은 권력거리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R2 =.03, p < .01)를 

보였다. 불확실성회피와 CRM 수행, 개인주의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

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항공 조종사의 개인문화가치와 CRM 수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권력거리가 CRM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권력거리와 심리적 안전감의 상호작용을 

통한 CRM 수행의 영향에서 고찰되었듯이 권력

거리 변인이 직접적으로 CRM 수행에 영향을 주

지 못하더라도, 심리적 안전감 등 다른 변인들과

의 상호작용 효과로 CRM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전감은 그룹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만들어진 공유된 신뢰감이

며, 조직이 구성원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쉽게 

거절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확신감이다. 이러한 조직분위기를 인지하

고 업무하는 구성원들은 개방감을 느끼고, 업무

상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의견을 제안하고 직무과정에 대한 토의

가 보다 더 풍부해진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안

전감이 낮다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신뢰

감이 낮고, 개방감이 적으며, 업무상 의견 불일치

가 있을 때 자유로운 의견 제안과 토의가 빈약하

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전감이 

낮을 때 권력거리가 높아지면 CRM 수행이 낮아

진다는 결과는 높은 권력거리에 대한 해소나 완

화 노력에 앞서 높은 심리적 안전감이 제공될 수 

있는 조직의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전감과 같이 상

호작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 되어져야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아울러 권력거리와 직급,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에서 나타나듯, 권력거리가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장 직급과 고 경력 조종사의  

CRM 수행이 감소되었다. 이는 부기장보다 기장

의 권력거리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게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불확실성회피가 CRM 수행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개인문화가치수준에서 불확실성회피가 CRM
수행과 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CRM 수행이 낮아짐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회피 수준을 낮추기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개인주의가 CRM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CRM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CRM 수행이 높아진다

는 연구결과는 고찰 되었던 조직문화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5.2 실용적 함의 및 한계

본 연구가 갖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문화 또는 조직문화 수준에

서 조종사 집단에 대한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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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와 비교하여, 민간항공조종사 개인수준의 

문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불확실성회피 수준과 개인주의 성향이 

CRM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권력거리요인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회피 수준과 

개인주의 성향이 안전관리요소에 반영되어야 함

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권력거리와 직급,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에서 나타나듯, 권력거리가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장 직급과 고 경력 조종사의 

CRM 수행이 감소되었다. 이는 기장의 권력거리

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의미한

다. 아울러 심리적 안전감이 낮을 때, 권력거리가 

높은 기장의 CRM 수행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권력거리가 높은 

기장이나 고 경력 조종사들의 CRM 수행을 정적

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절변인이 있음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적 예측과 다르게, 권

력거리와 CRM 수행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항공장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권력거리 요인이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이지 않은 것은 설문에 참여한 조종사들의 학습

효과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

러나, 개인문화가치와 인구통계학적변인간의 상

호작용 효과에서 나타나듯, 권력거리와 직급, 권

력거리와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권력거리

가 CRM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권력거리와 CRM 수행의 관계

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둘째, 불확실성회피와 CRM 수행, 개인주의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었다. 개인문화가치

가 CRM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

인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에 

대한 고찰과 측정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개인문

화가치와 CRM 수행의 관계에서 유효한 조절변

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CRM 수행에 대한 직접적 측정을 대체

하여 적응수행 척도를 통한 자기보고식 간접측정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항공장면에서 조종사의 

CRM 수행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평가교관의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측

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

항공조종사의 CRM 수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후기

본 연구는 이동식의 박사학위논문 진행을 위

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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