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침묵은 부정 인 의견이나 조직으로부터 환 받지 못

하는 아이디어를 표 하는데 한 두려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집단 내 사회 인 압력이나규범에 의해서 발

생할 수있다[1]. 조직 내에서 개인의침묵은 요한정보

의 달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2], 조직구성원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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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련성을 악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수립하기 해 수행되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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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호텔종사원, 기업종사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침묵 측정은 Van Dyne, Ang & Botero(2003)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 다. 조직침묵 결과변수로는 이직의도를 제시한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았

다. 조직침묵에 해 다양한 조직을 상으로 한 확 연구와 국내 풍토에 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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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보고할 때 좋지 못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조직침묵으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과 상

사 사이에 의사소통이 약해져 상사가 잘못된 단을 하

여 조직에 부정 결과를 래할 수 있다[1].

일반 으로 조직침묵(organizational silence)은 조직

의 구성원이 조직발 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나사실, 정

보 등을 고의로 표 하지 않거나 조직의 부정 상을

축소하여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3]. 조직침묵은 어디에

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폐쇄 이고 개 을

꺼려하는 문화 특성과 연 되어 서양에비해 조직침묵

이 더 많이 나타난다[4]. 조직침묵은 조직구성원간의 아

이디어 교류를 차단시킴으로써 조직내에서 집합 창의

성(Collective Creativity)이 발휘되기 어렵고 조직의 발

을 해한다[5]. ‘집합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것’은 여

러 조직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 고고민하고 력하

는 가운데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더욱 창조 인 결과

물이 만들어 지는 것을 말한다.

Noelle-Noumann[6]의 침묵의 나선이론에 따르면 행

자가 인식하는 의사소통 환경요인이 심리 상태에

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발화와 침묵을 야기한다고 하

다. 이러한과정을 통해 다수의 의견은더욱 다수가 되고

소수의 의견은 더욱 소수가 되는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사회 으

로 소수의견에 속하는 의견이라고 인식하고자신과 상반

되는 의견이 사회 으로 다수의견에 속하는 의견이라고

인식할 때 사람은 사회 고립에 한 공포(fear of

isolation)를 느껴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해 자신의

의견을 표 하기 보다는 침묵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모든 침묵의 결과가 부정 인 것은 아니며 정 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7]. 조직침묵은 조직구성원의

과도한 의견표출로 인한 정보의 과부하를감소시키고 의

견 립으로 인한 인갈등을 일 수있으며 동료들간의

사생활을 보호해 수 있는 이로운 도 있다[8]. 조직침

묵은 어떠한 목 과 이유로 침묵했는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Van Dyne, Ang & Botero[8]

의 조직침묵 모델에 따르면 수동 인조직구성원은 비

여 인 동기로 체념 침묵을 선택하며, 주도 인 조직

구성원은 자기보호 인 동기로 방어 침묵을, 타인지향

인 동기로는 친사회 침묵을 선택한다고 하 다. 체

념 침묵과 방어 침묵은 조직에 부정 향을 미치

는 침묵의 유형이며, 친사회 침묵은 타인과 조직을

해 침묵하는 것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유형으로

분류하 다. 체념 침묵은 굴복과 체념에 기 하여

상황을 단념하고 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발생하게

되는 침묵이고, 방어 침묵은 의견 표 의 결과로 겪게

될 부정 인 경험을 피하고자 하는 자기 보호 인 침묵

이다[8]. 부정 의미인 체념 침묵과 방어 침묵에 반

해 친사회 침묵은 동료나 조직 이익을 목 으로 의견

이나 정보를 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8,9] 이는 동

료를 돕기 한 이타주의나 력 인 동기에 의해서 나

타나는 정 의미의 침묵이다[10]. 최근 들어 침묵 상

은 단순한 발언의 부재가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에게 미

칠 향 등을 고려한 의도 이고 략 인 행동이라는

인식이 확 됨에 따라 연구의 요성이 두되기 시작하

다[8].

조직침묵 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조직문화, 상사와

의 계, 원과의 계, 종사원의 개인 인 특성[11], 부

정 피드백, 권 리더십, 의사소통 기회 감소[3,12]

등의 다양한 요소가 언 되고 있다. 조직침묵은 종사원

개인 으로는 소진 상, 불만족 증 와 조직성과를 해

하고 워크를 와해하는 등의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11], 조직 침묵의 결과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하,

이직의도 조직냉소주의 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

[3,12,13,14]. 조직침묵이 요한 이유는 조직 구성원들이

침묵으로 인하여 스트 스, 불만, 냉소주의, 무 심 등을

경험하여[12], 조직과의 계에서 장기 으로 좋지 못한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외국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침묵 상의 부정 결과

들이 차 보고되기 시작하 다. Vakola & Bouradas[3],

Laeeque[16]는 조직 구성원의 침묵행동은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하시킨다고하 다. Whiteside &Barclay[17]는

조직침묵이 직무소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함에 따라 조직침묵의 부정 효과가 더욱 강조되었다.

침묵행동의 원인과 련해서는 상사의 태도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 ･비공식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날수록 조직 구성원 침묵을 선택하는 경향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3]. Milliken & Morrison[1]은

상사가 지지 이지 않은 스타일이거나 상사와의 계에

서친 함이부족할경우조직침묵의가능성이있다고하 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조직침묵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과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규희 등[14]은 호텔 외식업 종사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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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는 조직침묵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이 낮아진다고 하 고, 조직침묵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낮아지는데 있어서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도 제시하 다. 하헌경[18]의

연구에서도 조직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조직침묵이 높을

수록 조직냉소주의와 이직의도가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한 조직침묵이 높을수록 조직냉소주의 태도가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이직의도의 증가로이어짐을 제시하 다.

박성수[4]는 경찰기동 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

침묵을 유형별로 나 어 살펴본 결과 체념 침묵이 높

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고, 방어 침묵이 높아질수

록 이직의도는 낮아진다고 하 다. 홍 옥[19]은 상사의

비인격 감독이 호텔종업원의 조직침묵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결과 심리 계약 반과 비인격 감독이 조

직침묵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제시하 다. 조직침묵 연구

는 재 경찰과 호텔 종업원을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

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시행함으로써, 오늘날 융복

합사회의 반 인 조직침묵 기조를 악할 필요가 있다.

침묵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침묵의 이유가내 이건 외

이건 간에,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표 하지 못하여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좌 , 실망 등 부정 이고 냉소

인 태도로 이어질수 있으며, 조직 냉소주의가 형성될 수

있고[18] 이는 조직의 성과 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조

직침묵의 원인을 확인하고 조직침묵의 결과로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참여형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침묵은 해당 개념에 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아 연구하거나 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 제시한 도구를 국내에서 그 로 용하거나 일

부 수정만 하여 사용하고 있어 한국 정서를 반 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정 특성까지 포함한 조직침묵의 개

념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정서를 반 한 조직침

묵에 한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

표된 조직 침묵 련 논문에서 사용된 도구를 심으로

해당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조직침묵의 반 연구흐

름을 악하여 향후 조직침묵 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조직침묵 련 연구를

상으로 이들의 연구 상자, 유형별 발표학술지, 연구설계

유형, 측정도구, 논문에 참여한 자의 특성과 연구비 지

원여부 그리고 조직침묵 속성을 악하고 조직 침묵의

련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 조직침묵 련 연구논문의 황을 악한다.

· 조직침묵을 측정하는 도구를 확인한다.

· 조직침묵 련 변수 개념을 확인한다.

· 조직침묵 련 연구 학문분야와 특성을 검한다.

2 studies were excluded.
- Non-KCI, gray research (n=2)

153 studies were screened
- Duplicate
- Appropriate subject

Eligibility

125 studies were excluded.
-Removed duplicates (n=37)
-Removed studies with inappropriate
subject (n=88)

Screening

Inclusion

Identification
153 studi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database

28 full-text studies were assessed.
- KCI, candidate journal

26 studies were included for
analysis.

[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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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1 연 계

국내 조직침묵에 한 연구경향을 탐색하기 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2.2 료 정 기

사 에 설정한 자료 선정기 에 따라 연구의 원문을

선택 검토하 으며 본 연구의 분석 논문으로 선정된

상논문의 수는 총 26편이었으며, 상논문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 Korea Classification Index(KCI) 등재 는 등재후

보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일 것.

· 2000년 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2.3 검색 전략  료수집

2.3.1 검색전략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학술정보

(KISS), 국회도서 , 과학기술학회마을의 국내 핵심 자

DB에서 자료 검색 수집을 실시하 다. 조직침묵을 다

룬 연구들의 주제어와 연구제목을 검토하여 심주제어

를 확인한 후 련 논문을 포 으로 검색하 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검색은 “조직침묵” 검색어를 사용하여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의 국내학술지로 제한하여 설정

하 다. 포 인 자료 검색을 해 논문들의 참고문헌

을 검색하여 자료검색을 보완하 으며 기간은개별 자

DB에서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설정한 후

검색하 다.

2.3.2 료수집

국내핵심 자DB를이용하여 검색된 논문의제목과

록을 통해 련논문을 확인하 고, 선정기 에 따라

원문을 선택, 검토하 다. 조직침묵과 련된 논문을 찾

기 해 검색한 결과 15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엑셀

일 체에서 37편의 복자료가 제외되고 총 116편이 선

정되었다. 총 116편 90편의 제목과 록을 검토하며

조직침묵 주제와 합하지 않다고 단되어 제외한 후

26편이 선정되었다. 일차 인 검색으로 선정된 26편의

논문들 에서 최종 으로 본 연구에 포함할 연구를 선

정하기 하여 본문을 검토하며 본 연구에서 사 설정

된 자료선정기 에 모두 만족하는 논문만을 선정하 다.

2.4 료

연구 상, 유형별 발표학술지, 연구설계, 측정도구, 논

문에 참여한 자의 특성 연구비 지원여부, 그리고 조

직침묵 련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구체 인 분

석기 은 다음과 같다.

2.4.1 연도별 표  수

연도별 5년 단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2.4.2 연 대상

조직침묵 련학술지 편수별로 상자를 구분하 다.

2.4.3 연 계 형

양 연구, 질 연구, 기타 연구로 분류한 다음, 양

연구를 실험연구와 조사연구로 분류하 다.

2.4.4 형별 표학술지

유형별 발표학술지는 련학회지, 심리 련학회

지, 행정·인사 련학회지, 기타학회지로 나 어서분류하

다.

2.4.5 측정도

측정도구는 조직침묵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만을

분석하 고, 발표한 연도순으로 기록하고 측정도구를 수

정·보완해서 사용한 경우 다른 항목으로 표시하 다.

2.4.6 에 참여한 저  특   연 비 지원

논문에 참여한 자의 구성은 제 1 자와 공동 자로

구분하 다. 논문에 참여한 자에 따라 연구비 지원 여

부를 구분하 다.

2.4.7 조직침  변

조직침묵과 련된 변인에서는 본 연구 분석에 사용

된 26편의 논문 에서 한국 조직침묵 측정도구를 검

증한 연구 1편을 제외하고 25편을 심으로 제시하 다.

3. 연 결과

3.1 연도별 표  수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은 한편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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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은 1편

(3.8%),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25편(96.2%)이 발

표되었다<Table 1>.

2011년 이후로 들어서면서 조직침묵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련된 연구가 계속 으로진행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직내에서는 조직 리 측면에

서 조직침묵에 한 요성이 부각되기시작했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3.2 연 대상

경찰을 연구 상자로 한 논문이 7편(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해양경찰을 연구 상자로 한 논문이 4편

(15.4%), 경찰공무원 2편(7.7%), 경찰기동 원 1편(3.8%)

으로 나타났다. 그외 호텔종사원 4편(15.4%), 기업종사원

3편(11.5%), 여행사 종사원 2편(7.7%), 교정공무원 2편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표본수도 경찰

이 1847명(2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호텔종사

원 1466명(18.9%), 기업종사원 1104명(14.3%)순이었다.

3.3 연  계 형

양 연구에서는 비실험연구가 26편(100%)이었으며,

비실험연구 에서 서술 조사연구가 25편(9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침묵 측정도구를 검증한 연구가 1편

(3.8%)으로 나타났다.

3.4 형별 표학술지

KCI등재지와 KCI등재후보지에서 2000년 이후에 발

표된 조직침묵 련연구는 <Table 1>과같다. 게재지는

행정·인사 련학회지가 14편(53.8%)으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행정·인사 련학회지에서 한국행정학보, 한

국행정연구에서 각 2편,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지방행정

연구, 경찰학논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경찰연구,

조직과 인사 리연구, 인사조직연구, 경찰학연구, 소기

업연구, 무역연구 각 1편으로 나타났다. 련학회지

에서는 Tourism Research, 연구 , 호텔 연구,

경 연구, 학연구, 호텔경 학연구 각 1편으로

총 6편(23.1%)으로 나타났다. 심리 련학회지에서는 한

국심리학회지 : 산업 조직 4편(15.3%)이 으며, 기타

학회지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체육과학회지 각 1

편으로 총 2편(7.7%)으로 나타났다.

3.5 측정도

본 연구의 상논문에서 조직침묵 측정도구의 활용은

<Table 2>와 같다. 조직침묵을 측정한 도구는 총 26편

에서 65.4%인 17편의 논문이 Van Dyne, Ang &

Botero[8]의도구를 사용하 고 해당도구를 수정보완한

논문이 5편인 19.2%로 총 22편(84.6%)으로 가장 많았다.

3.6 에 참여한 저  특   연 비 지원

논문에 참여한 자의 특성 연구비 지원을 분석한

결과 총 자 수는논문 26편에 걸쳐 58명이 참여하여 논

문 1편당 평균 자 수는 2.2명으로 나타났다. 논문 26편

의 제 1 자는 학원생이 12명(46.2%), 교수가 11명

(42.3%), 연구원이 3명(11.5%)으로 나타났다. 공동 자는

journals
2006 

∼2010
2011 

∼2015
total

Journal Related of Psychology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
(3.8%)

3
(11.5%)

4
(15.4%)

Journal Related of Administrative Personnel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The Police Science Journal,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Journal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0
(0.0%)

14
(53.8%)

14
(53.8%)

Journal related of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Tourism Sciences, Tourism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0
(0.0%)

6
(23.1%)

6
(23.1%)

Other Journa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0
(0.0%)

2
(7.7%)

2
(7.7%)

total
1

(3.8%)
25

(96.2%)
26

(100%)

<Table 1> A criteria for analysis depending on journals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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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Cor (+) Cor (-) Rel(-) total

Turnover Intention 8 3 2 13

Organizational Cynicism 6 6

supervisors’ abusive supervision 5 5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2 2

Senior Leadership 2 3 5

organizational culture 1 1 2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1 1 2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1 1

team silence climate 1 1

Organizational Commitment 4 1 5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2 2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2 2

Job Satisfaction 1 1

innovative support behaviors 1 1 2

Psychological Safety 1 1

organizational justice 1 1

Perceived Supervisor Support 1 1

Senior's business momentum 1 1

Senior's business ability 1 1

Senior's justice 1 1

<Table 4> 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Silence and Related Variables           N=25

Measurement scale

Item type

n (%)
acquiescent 

silence
item number

defensive 
silence

item number

Prosocial 
Silence

item number

General Silence 
Action

item number 

Morrison & Milliken(2000) 5 5 2(7.7%)

Van Dyne, Ang & Botero(2003)

5 1(3.8%)

2 2 1(3.8%)

4 4 1(3.8%)

5 5 9(34.6%)

5 5 5 2(7.7%)

5 5 1(3.8%)

5 2(7.7%)

Van Dyne, Ang &
Botero(2003) modified

5 5 1(3.8%)

8 2(7.7%)

12 2(7.7%)

Van Dyne, Ang &
Botero(2003), Brinsfield(2009) modified

5 1(3.8%)

Tangirala&
Ramanujam(2008) modified

5 1(3.8%)

<Table 2> Study Subjects and Measurement Tools of Selected Studies               N=26

Variables Self-funded research Funded research Total

First authors

Professor 8(30.8%) 3(11.5%) 11(42.3%)

Graduate student 8(30.8%) 4(15.4%) 12(46.2%)

researcher 3(11.5%) 0(0%) 3(11.5%)

Co-authors

Professor 16(50%) 6(18.8%) 22(68.8%)

Graduate student 4(12.5%) 2(6.3) 6(18.8%)

researcher 4(12.5%) 0(0%) 4(12.5%)

<Table 3> Funding Source and Composition of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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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22명(6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생이 6명

(18.8%), 연구원이 4명(12.5%)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연

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분류하 을 때 분석된 논문 26편

19편(73.1%)은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고, 7편(26.9%)에서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3.7 조직침  변

조직침묵 련변인을 제시한 논문은 총 25편이었고

련변인으로 이직의도에 한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

았다<Table 4>. 그 다음으로 조직냉소주의 6편, 비인격

감독 5편, 리더십 5편, 조직몰입 5편의 순으로 나타났

다. 조직침묵과 이직의도의 계에 있어 양의 계를 나

타내는 경우가 8편, 조직침묵과 조직냉소주의가 양의

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6편, 조직침묵과 리더십의 계에

있어 양의 계를나타내는 경우가 2편, 조직침묵과조직

몰입과의 계에 있어서 음의 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4

편, 조직침묵과 이직의도와의 계에 있어서 음의 계

를 나타내는 경우가 3편, 조직침묵과 리더십의 계에 있

어 음의 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는 조직침묵과 련된 연구제목을 검토하

여 심주제어를 확인한 후 련 연구를 포 으로 분

석하 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국내 KCI등재지, KCI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조직침묵 련 국내학술지 26편을

상으로 하 다. 국내에서는 2006년 이후부터 조직침묵

에 한 연구를 다루기 시작하 고, 2010년 이후 심이

고조되어 2011년 이후 연구가 25편으로 체 연구의

96.2%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직침묵 련 연구가 더

욱 증가한 것을 보면 조직 내에서의 조직침묵이 심개

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직침묵 련 연구를 연구 상자별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나 공공기 종사자는 해양경찰 4편(15.4%), 경

찰 공무원 2편(7.7%), 교정공무원 2편(7.7%), 경찰기동

원 1편(3.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편(3.8%)으로 체

10편(38.5%)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호텔종사

원 4편(15.4%), 여행사 종사원 2편(7.7%), 스토랑 종사

원 1편(3.8%), 제조업과 서비스기업 1편(3.8%)으로 체

8편(30.8%)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기업종사원 3편(11.5%),

직장인 2편(7.7%), 체육회 직원 지도자 1편(3.8%), 기

타 2편(7.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자의 특징은 학

문분야와 련되어 다수 연구는 심리학, 행정학,

련 학회에서 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다양한

직업군을 상으로 조직침묵 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다른 직업군과 달리 상 으로 폐쇄 직업군이고

의사표 이 자유롭지 않은 병원종사자나 간호사를 상

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

무는 임상의료 서비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병원내 문직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직

·지속 으로 하고 있으므로[20] 이들을 상으

로 한 연구는 국내 다양한 직업군에 한 융합 연구의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침묵 측정도구는 Van Dyne, Ang & Botero[8]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17편(65.4%)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Van Dyne, Ang & Botero[8]의 체념 침묵 5

문항, 방어 침묵 5문항을 사용한 경우 9편(34.6%), 체

념 침묵 5문항, 방어 침묵 5문항, 친사회 침묵 5문

항을 사용한 경우 2편(7.7%), 친사회 침묵 5문항 만을

사용한 경우가 2편(7.7%)이었다. Morrison & Milliken[12]

의 도구에서는 체념 침묵 5문항, 방어 침묵 5문항을

측정한 경우가 2편(7.7%)으로 나타났다. 조직침묵 측정

도구의 세가지 문항 에서는 체념 침묵과 방어 침

묵을 심으로 조직침묵의 부정 효과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만 조직침묵의 정

인 면에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조직 내 지속

침묵 상은 조직성과를 해하고 구성원들에게도 좌 ,

실망 등 부정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3, 12]. 그 외 Van Dyne, Ang & Botero[8]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에서도 주로 체념 침묵, 방어 침묵

에 한 문항을 재수정·구성하 다. 이상에서 보듯이 다

양한 상자에게 조직침묵의 부정 의미를 담은 도구를

일 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 의미를 포함하는

의의 개념을 용하여 조직 특성에 합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강제상과 고 유[21]는 한국 조직침묵(organizational

silence)을 “조직 구성원이 조직내 발생하는 상과 상

의 결정에 해 문제나 개선사항을 인지하더라도 상황에

체념 혹은 순응하거나 상 혹은 동료와의 계 악화를

우려하여 의견이나이의제기를 회피하는 상”이라고 하

다. 특히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권 주의, 의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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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 가족주의 온정주의, 족벌연고주의)은 ‘상명

하복 강화’, ‘ 계지향 ’, ‘보수 이고 폐쇄 조직문화’

로 작용하여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침묵을 유도하는 풍토

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외의 조직침묵의 척도를 문

화 차이를 고려한 한국 상황에 맞게 조직침묵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검증하는 것은 국내 조직침묵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서

와 조직의 특성에 맞는 조직침묵에 한 개념 분석과 측

정도구의 개발에 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26편 연구의 연구비 지원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19편(73.1%)에서는 연구비 지원이 없었고

7편(26.9%)에서만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된 연구

비는 소속 학에서 이루어진 것이 5편(19.2%), 한국연구

재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2편(7.7%)으로 나타났다. 연구

자의 구성에서는 주 자의 42.3%(11편), 공동 자의

68.8%(22편)가 학계 교수로 부분을 차지하 다. 다양

한 역의 연구자들이 조직침묵에 해 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 으나 조직침묵과 직 련이있는 직장인이

나 조직구성원들의 참여 없이 학계 교수들에 의해서만

진행된 연구도 있었다. 조직침묵은 조직발 의 해요인

으로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기 이나 직장·

조직구성원이 속해 있는 단체로부터 연구비와정책 지

원을 통해 조직침묵 련 연구에 한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직침묵 련 변수에서 이직의도가 13편, 조직냉소주

의 6편, 비인격 감독 5편, 리더십 5편, 조직몰입 5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침묵 련 변수 이직의도 13편

8편에서는조직침묵이높아지면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결

과를 도출하 다[4,22,23,24,25,26,27,28]. 조직침묵 련

변수로조직냉소주의를 다룬 6편에서는 조직침묵수 이

높아지면 조직냉소주의가 높아졌다[13,14,22,25,26,29]. 조

직침묵 련 변수로 비인격 감독을 제시한 5편의 연구

에서는 부하직원이 상사의 비인격 인 말과행동을 경험

할 때 상사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침묵하게 된다고 했

다[11,29,30,31,32]. 조직침묵 련변수로 리더십을 다룬 5

편에서는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조직침묵에다양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28,33,34,35]. 조직침묵

련변수로 조직 몰입을 다룬 5편 4편에서는 조직침묵

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11,14,22,32].

조직침묵에 한 다양한 변수들과의 계를 살펴보면

정 선 등[13]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의 조직침묵이

심해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한 자기효

능감이 높은 개인의 조직침묵이 높으면 조직냉소주의 태

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이직의도의 증가로 이어졌다.

김원규[5]는 병원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이 심해질수록

이직의도와 조직에 한 냉소주의가 높아지는 것을 제시

하 다. 더불어 조직침묵이 심한 조직이 조직냉소주의가

심해지고 이것이 다시 이직의도의 증가로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박종철과 최 정[22] 역시 호텔종사자를 상으

로 한 연구에서 조직침묵이 높아질수록 조직냉소주의와

이직의도가 높아지고,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임재강과 권용섭[35]은 자기성찰에 의하여 구성원

들에게 진심과 진실을 보여 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 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진성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조직침묵을 감소시켜 결과 으로 조직유효성에

공헌하게 된다고 하 다. 조직침묵과 련된 다양한 변

수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조직에서 시행되는 조직침

묵의 형태를 악한 후 이들 변수와의 계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5. 결   제언

본 연구에서는 조직침묵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최

근 15년간의 조직침묵의 경향을 악하고조직침묵 련

변인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조직과 해외 조직에서의 침

묵을 비교하고 한국 내 조직에서의 조직침묵에 한 개

념을 악하여 이를 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체념

침묵과 방어 침묵, 친사회 침묵을 포함하는 조직

침묵의 다양한 측면에 한 근이 필요하다. 셋째, 병원

종사자나 의료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자에 한 연구

를 토 로 조직성과와의 련성을 악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조직침묵을 활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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