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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기업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 중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독립변수로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동기에 의한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
을 구성하였으며, 결과변수로는 창의성과 혁신행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먼저 조직의 구성원들과 관리
자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들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 구성원들의 심리적 회복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결국 인적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관리와 회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체념적 침묵은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방어적 침묵의 경우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
의 조절효과의 경우 방어적 침묵과 창의성 및 혁신행동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념적 
침묵의 경우 혁신행동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구성
원들의 성향의 차이와 회복탄력성의 고유한 특징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주제어 : 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묵, 창의성, 혁신행동, 회복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to examine and verify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modern companies need to consider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acquiescent and defensive silence were composed of the 
motives felt by members, and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were set as the outcome variables. 
Through this research, first,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manager is investigated, and it is intended to be managed efficiently. Secondly, 
we would like to confirm the modul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o 
find out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recovery of members. In the end, this aims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management and recovery of members in managing human resources. As 
a result, acquiescent silence negatively affects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and defensive silence 
positively affects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n both defensive silence,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and in the case of acquiescent silence, only innovation behavior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is i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resilience and the difference in 
the disposition of the members who choose resignation silence and defensive silence.
Key Words : Acquiescent Silence, Defensive Silence, Creativity, Innovation Behavior,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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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1 연구의 배경
많은 기업의 리더들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변
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한 조직의 문제점을 스스럼없
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조직에
서 이론과 같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는 것이 현
실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지만 조직의 관리자 
혹은 리더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혹은 자신의 아이디어
가 리더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또한 조직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를 발설하게 되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보복을 당할 
두려움을 발언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조직의 실정이
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 구성원들은 심리적 위축
과 두려움으로 자신이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지 않
거나 조직의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주장하고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원하는 업
무만 소극적으로 하는 인적자원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지
는 것이다. 조직은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야 할 인적자원이 단순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
게 될 것이다.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침묵한다는 것은 변화
와 혁신에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창의성과 구
성원들의 혁신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실제 Morrison & Milliken(2000)의 연구
에서도 침묵은 조직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내적동기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의 변화 및 
내적동기부여는 혁신행동과 창의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느낀 침묵을 어
떻게 관리해 주느냐는 조직의 관리자에게 매우 중요한 
성과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 
혹은 많은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침묵에 대해 어떻게 관
리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끌어내어 활용할지
를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미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한 구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과 조직의 
관리자 혹은 리더는 구성원들이 격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할 수 있다. 비록 자신이 힘든 일은 경험하더라도 자
신이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을 개발해 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무시되거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침묵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회복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결국 조직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
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행
동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동기로 느끼
게 되는 침묵이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
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구성
원들의 침묵을 Van Dyne et al.(2003)의 연구를 바탕으
로 비관여 동기로부터 발생되는 체념적 침묵, 두려움의 
동기로부터 발생되는 방어적 침묵으로 구성하였다[1]. 변
수로 창의성과 혁신행동을 살펴보았으며, 창의성은 구성
원들의 아이디어라는 측면으로 보고 혁신행동은 결국 이
러한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들 경험한 
부정적인 상황인 침묵이 구성원들의 아이디어인 창의성
과 실제 행동적은 측면의 혁신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
을 극복하고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회복탄력
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가 실증분
석을 통해 증명이 된다면, 조직의 관리자 혹은 리더는 구
성원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관리하고 개발해주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2.1 침묵

2.1.1 침묵의 개념 및 정의
최근 사회과학내에서 침묵과 관련된 연구는 침묵의 수

준에 따른 연구보다 특정 유형에 따른 침묵에 대한 것들
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직의 변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지만 의사표현을 하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또 다른 
어떠한 위협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침묵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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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침
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특정 유형의 침
묵에 대한 정의는 근본적으로 침묵하고자하는 동기와 결
합이 된다. 이는 Pinder & Harlos(2001)와 Van Dyne 
et al.(2003)이 침묵의 여러 형태 혹은 차원에 근거한 침
묵의 정의들을 살펴볼 때, 명확하게 나타난다[1,2]. 예를 
들어 Van Dyne et al.(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체념적 
동기에 의한 침묵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떠한 문제나 이
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체념하는 것을 기반 하여 관련 
아이디어, 정보,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이러한 정의는 구성원의 침묵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침묵이 발생되는 근거 혹은 감정이 명확하게 결합되어야 
한다[1]. 

2.1.2 침묵의 동기에 따른 분류
최초 침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Morrison & 

Milliken(2000)의 연구에서는 침묵을 집단차원의 조직 
침묵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암묵적인 경영자의 믿음에 의
한 침묵과 구성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침묵으로 구분하였다[3]. 다음해인 
2001년 Pinder & Harlos(2001)의 연구에서는 침묵을 
조직 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의 종업원 침묵으로 보고 연
구하였으며[2], 이들은 Morrison & Milliken(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경영자의 암묵적인 믿음에 의한 침묵을 
체념적 침묵으로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침묵을 회피적 침묵으로 하고 연구를 하였다. 또한 
Pinder & Harlos(2001)의 연구를 좀 더 확장하여 Van 
dyne et al.(2003)은 침묵행동의 정의와 동기 차원을 다
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형태로 재 정의하였다[1]. 그들은 
체념적 침묵의 개념을 비관여 혹은 체념을 동기로 하여 
발생하는 침묵으로 제안하고, 방어적 침묵은 이전 연구에
서 회피적 침묵의 개념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들은 
Pinder & Harlos(2001)등의 연구를 확장시켜 침묵의 
유형에 친사회적 동기를 기반으로 한 친사회적 침묵을 
추가하였다. 이는 협동이나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다른 사람들 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 혹은 의견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이들의 연구를 여러 학자들이 확장시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고 인정하고 있
는 동기에 따른 유형으로는 Van Dyne(2003)이 제안한 
세 가지 동기에 의한 침묵유형이 있다. 이들은 Morrison 
& Milliken(2000)의 연구를 근간으로 확장하여 체념적, 

방어적, 친사회적 침묵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체념적 침
묵은 구성원들의 수동적 형태의 행동으로 현재의 상황을 
단념하여 그 상황을 바꾸고, 관여하고, 발언할 노력의 의
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되는 행동유형이다. 방어적 침묵의 
경우 두려움을 기초한 자기보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아이디어, 정보, 의견 등을 선택적으로 표현하
지 않는 행동유형이다. 친사회적 침묵은 이타주의 또는 
협력적 동기를 기초로 타인 혹은 조직에 이익을 주기 위
해 아이디어, 정보, 의견 등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행동유형이라 할 수 있다.

2.2 혁신행동
2.2.1 혁신행동의 개념 및 정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조

직과 조직구성원들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노력이 요구되는데, 혁신은 그런 
노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분석 수준에 따라서 조직수준의 혁신과 개인수준의 혁신
으로 구분된다. 조직수준의 혁신이란 조직이 새로운 아이
디어, 제품, 서비스, 제도, 프로그램, 과정 또는 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창안, 개발, 실용화하거나 이미 개발‧활용되
고 있는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제도, 프로그램, 과정 또
는 정책 등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
며[4], 개인수준 혁신은 개별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과
업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위이다[5-7]. 

Van de Ven(1986)은 혁신행동이란 제도적인 상황 
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무를 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Amabile(1988)은 혁신행동이란 창
의적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
는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Karter(1983)는 개인수준에서의 혁신행위에 대한 개념
을 첫째, 문제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채택 또
는 해결책의 생성으로부터 시작되며, 둘째, 혁신적인 성
향을 지닌 개인은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후원을 찾아 
나서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지자들의 연합을 구축하기를 
시도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상품
이나 서비스 또는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여 생산적인 이
용과 사회적 일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Scott & Bruce(1994)는 Kanter(1983)의 정의를 바
탕으로 혁신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혁신행동이
란 개인의 다양한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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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유발과 실행을 포함하는 과정으로써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역할, 소속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
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조, 도입, 적
용하는 활동으로 혁신행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하였
다. 일반적으로 Scott & Bruce(1994)가 제시한 혁신행
동(innovative behavior)이라는 개념은 개인수준의 혁
신현상을 가장 잘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혁
신행동의 시작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어느 영역에서든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것은 조직혁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8-10]. 이는 결국 구성원들에 의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작된 혁신행동은 구성
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직
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다른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아
이디어라 할지라도 상사의 지지와 다른 구성원들의 협력
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11]. 
이러한 점에서 혁신행동에 있어서 관리자와의 관계의 질
이나 혹은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2.3 창의성
2.3.1 창의성의 개념 및 정의 
최근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기업은 조

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영 패러다임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으
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대안의 중심에 창의성이 나타나
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대부분의 심리학적인 연구들은 
개인의 창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통
합적인 연구의 추세는 개인특성 뿐 아니라 집단 및 조직
의 특성과 업무환경까지 고려하는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
어가는 추세이다[12-15].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심리학의 관심 영역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95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된 창의성 연구는 1990년대에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조직행동분야와 관련되어 수행되고 이러한 창의
성 연구들은 주로 내적 동기부여와 연계된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10, 16]. 이처럼 창의성 연구는 흐름의 발전에 
따라 창의성의 정의 및 개념 또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
다. 창의성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창의성에 
대한 이론은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인 Amabile(1988)은 

창의성이란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산출,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결
합하거나 또한 상이한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Basadur(1992)는 창의성을 지속적인 문제
를 찾고, 새로운 조직의 해결책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제
반의 과정이라 하였고[17], Feldhusen(1995)은 창의성
을 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낼 수 있고, 유일하고 독
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내는 능력이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
하였다[18]. Woodman, Sawyer & Griffin(1993)은 복
잡한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개인들에 의해 가치 있고, 유
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 절차나 과정의 
창출이라고 하였다[19]. Scott & Bruce(1994)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산출, 최초로 어떤 것을 하거나 새로
운 지식을 창출, 아이디어 도출단계로 보았으며[20], 
Oldham & Cummings(1996)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조
직에 잠재적으로 관련되거나 유용한 제품, 아이디어 또는 
절차를 창의적 행위로 정의하였다[21]. 이처럼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
으로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널리 쓰이는 정의는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22, 23]. 또한 창의성을 개인 또는 함께 업무를 하는 집
단에 의해 발현되는 상품, 서비스, 절차, 과정에 대한 새
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24]으로 정의하는 
것 역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진다[25]. 여
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현재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유용하다는 것은 조직
에 장‧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의 유
무와 관련이 있다[24]. 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는 조직차원에서 제도
적으로 적용되어, 결국 그 조직의 혁신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4 회복탄력성
2.4.1 회복탄력성의 개념 및 정의
최근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구성원들은 지나친 야

근과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조직문화와 상
사의 성향 혹은 리더의 성향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아가는 이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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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함으로서 쉽게 번아웃증후군과 같은 심리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이슈로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점점 구성원들의 심리적 회
복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하고자 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자신에게 처
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되는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
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의 의미한다. 1970년대 위험요인
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발달을 보인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회복탄력성의 연구의 기초가 되었고[26], 1990년
대 이후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에 관심
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27,28]. 최근 김주환(2011)의 저서에서 회복탄력성이란 
원래의 사물의 탄력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최
근에는 인간에게 적용되어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
정적인 힘이라고 정의하고, 학문적으로 정신저항력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보다는 상황에 알맞게 혹은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
의 능력과 자원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봐야한다[29]. 

Werner & Smith(1983)는 회복탄력성을 위험한 상
황이나 심각한 역경과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이며, 불
행이나 충격으로부터 급속히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
하는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Polk(1997)는 사람이 자신
의 내적 및 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상
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도 성숙한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Luther et al.(2000)은 사람이 중대
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사하게 Waters & 
Sroufe(1983)는 내‧외부적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Anthony(1987)는 곤
란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
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 Wolin & Wolin (1993)은 역
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며 더욱 강해질 수 있
는 능력, Garmezy(1983)는 부정적인 사건들로부터 이
전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 Grotberg(1995)는 
역경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능력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회복탄력성이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회복탄력성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인간의 전반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mith(2008)의 연구를 바탕으
로 회복탄력성을 사람이 중대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상
황을 극복하고, 적응하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5 가설의 설정
2.5.1 침묵과 창의성
구성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상향

적 혹은 하향적, 수평적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원들 어떠한 동기로 인해 
침묵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반드시 구성원들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성원의 침묵행동은 
조직과 개인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조직발전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몰입이 감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30].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의사소
통을 자제하는 개인들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31],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구성원들을 무기
력한 상태에 빠지게 하고, 실망, 냉소, 부정적인 감정의 
발생이 생기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통제력과 자존감을 잃게 되고, 과업에 대한 동
기유발이나 직무만족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저하된 내
적 동기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성의 개념은 Amabile(1998)의 연
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재적 동기는 구
성원과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업무
를 수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도정정신 등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가 발생되는 상태로 볼 수 있다[32]. 구성
원들이 느끼는 이러한 내재적 동기부여는 구성원들로 하
여금 업무자체의 관심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구성원들
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3, 34].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구성원들의 침묵과 창의성과
의 관계를 검증한 직접적인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앞서 본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성원들이 경험
한 침묵은 결국 그들의 내적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이는 결국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1, 2를 제안하고 실
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H1. 체념적 침묵은 창의성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H2. 방어적 침묵은 창의성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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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침묵과 혁신행동
조직 발전을 위해 혁신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

하게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행동과 관련된 
연구흐름 중 하나로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의사소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
었다. West & Farr(1990)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
어를 많이 창출할수록 개인과 조직 두 집단 모두 성공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부정적
인 요인을 찾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이처럼 구성원들 간의 활
발한 의사소통은 혁신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
될 것이다. 이는 Lin(2007)의 연구에서도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면 개인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조직의 역량
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6]. 이는 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
유하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구성원의 혁신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37].

이처럼 침묵과 혁신행동과의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까
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침묵의 개념을 구성원들 간
의 혹은 상향적‧하향적 의사소통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cott & Bruce(1994)는 혁신행동을 정의함에 있어
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홍보하고 실행하
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혁신
행동이란 창의성과는 다르게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함께 작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성원들이 느끼는 비 관여 
혹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체념적 침묵과 방어
적 침묵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 3, 4를 제안
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H3. 체념적 침묵은 혁신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방어적 침묵은 혁신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3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내는 것은 회복탄력성이라는 심
리적 자원에 의한 것이다[38].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야기함
으로써 불이익을 경험한 구성원의 경우 구성원들은 침묵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구성원들은 자신
의 의견이 무시되고, 이를 통해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경
우 그들은 개인 스트레스의 증가, 자존감 저하, 무력감, 
인내심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경험을 한 구성원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들 중 회복탄력
성의 높은 구성원과 낮은 구성원들은 그러한 심리적 불
안함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들의 침묵과 창의성 및 혁신행동과
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
설 5, 6, 7, 8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
자 한다. 

가설 H5. 부정적 자극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체념적 침묵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약
화시킬 것이다. 

가설 H6. 부정적 자극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방어적 침묵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약
화시킬 것이다.

가설 H7. 부정적 자극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체념적 침묵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H8. 부정적 자극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방어적 침묵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3. 실증적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원
들의 침묵이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수들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
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동기에 따른 침묵으로 
비관여 동기에 의한 체념적 침묵과 두려움의 동기에 의
해 발생되는 방어적 침목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결
과변수로 창의성과 혁신행동을 사용하였다. 조절변수로
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
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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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Fig. 1에 나타내고, 변수들 간
의 관계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치
3.2.1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사람이 중대한 역경에 직

면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39], Smith(2008), 연구를 일부 연구들에서 제
시한 회복탄력성처럼 사람의 여러 능력들이 결합된, 다시 
말해 하위요인들에 의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것으로 보지 않고, Smith(2008)의 연구를 바탕
으로 회복탄력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람 개인의 능력
이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을 단일 차원의 연구 개념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개발하고 국내에
서도 박지혜(2011)의 연구[40]에서 활용된 간의회복탄력
성 척도(the brief resilience scale: BRS)의 6문항(예
를 들어, ‘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낸 후에 빨리 회복되는 
편이다.’)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Likert 
스타일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를 사용하였다.

3.2.2 종업원 침묵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침묵을 Van Dyne(2003)의 연

구에서 분류한 요인 중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을 활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체념적 침묵은 수동적인 
행동성향으로 구성원들이 불공정한 현재의 조직적 상황
에 단념하고, 그 상황에 관여하고 발언할 의지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침묵으로 정의한다. 방어적 침묵은 
적극적인 행동성향을 가진 구성원의 행동으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자기보호의 형태로 의견이나 아이디어, 생각
을 표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침묵은 Van Dyne(2003)이 개발한 체념적 침
묵(예를 들어, ‘나는 회사에 대해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
기 때문에,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
지 않는다.’)과 방어적 침묵(예를 들어, ‘어떠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
시하지 않는다.’)과 관련된 10개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Likert 스타일의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3.2.3 창의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의성은 Amabile(1996, 1997, 

1998)의 정의에 따라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조직 내 업
무과정에 관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해 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설문문항은 Zhou & George(2001)
가 개발한 13개 항목(예를 들어, ‘나는 팀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한다.’)으로 구성하였으
며[48], 각각의 항목은 Likert 스타일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3.2.4 혁신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혁신행동은 Scott & Bruce(1994)

의 견해를 바탕으로 혁신행동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과
업역할, 소속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조, 도입, 적용하는 활
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혁신행동
을 가장 잘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개발된 6개의 항목(예를 들어, ‘나는 혁
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주 낸다.’)을 사용하여 혁신행동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Likert 스타일의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연구
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
며, 다양한 직종의 조직을 대상으로 1300부의 설문을 배
포하였으며, 이들 중 613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 및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3부를 제외한 
600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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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들은 분석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600명 중 305명으로 50.83%, 여성
이 295명으로 49.17%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1세에
서 56세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30세 미만이 61명
으로 10.13%, 31세 이상 ∼ 40세 미만이 258명으로 
43%, 41세 이상 ∼ 50세 미만이 214명으로 35.66%, 51
세 이상이 67명으로 11.17%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
지는 서울이 190명으로 31.67%, 경기도가 174명으로 
29.00%로 두 지역에서 과반수이상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타 지역을 응답자도 평균적으로 5%정도를 분포
하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의 직종은 일반 기업의 사무직 
직종이 415명으로 69.17%로 과반수이상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53명으로 8.83%, 서비스/영업/판매직
종이 49명으로 8.17%, 생산/기술/노무직종이 40명으로 
6.67%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대졸이 전체인원 중 352명
인 58.67%가 나타나 가장 많은 인원이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는 전문대 졸업이 91명으로 15.17%가 나타났다. 응
답자의 직위는 일반사원이 163명으로 27.17%, 대리급이 
144명으로 24.00%가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3년 미만이 
176명으로 29.33%로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 ∼ 6년 미만이 138명으로 23.00%, 6년 이상 ∼ 9
년 미만이 93명으로 15.50%, 9년 이상 ∼ 12년 미만이 
74명으로 12.3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직의 형태
는 정규직 응답자가 520명으로 86.67%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4.2 측정변수의 분석
4.2.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일관

성, 의존가능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서,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반복할 때 일정한 결과
치를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41]. 일반적으로 신뢰도계수
가 0.6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신뢰성으로 간주하는데[42], 
본 측정 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0.8이
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보다 정교하게 신뢰성을 측정하는 기법이 나오
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개념신뢰도 계수와 
분산추출지수값을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개념의 
평균분산추출값이 0.50보다 크면 신뢰성이 높은 척도라
고 판단할 수 있다[43]. 합성신뢰도(CR) 값은 Bagozzi 
and Yi(1998)이 제시한 기준인 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 (AVE)값도 Fornell and Larcker(1981)

이 제시한 기준인 0.5를 상회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수는 본 연구에 나타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와 함께 Table 1에 제시하였다. 

Variables Estimate T AVE CR

Acquiescent 
Silence

silaa 0.85 24.75
0.679 0.864silab 0.78 2152

silac 0.84 27.07

Defensive 
Silence

silba 0.82 22.76
0.71 0.875silbb 0.82 22.62

silbc 0.87 25.72

Resilience
resa 0.84 24.42

0.729 0.890resb 0.90 27.08
resc 0.82 24.12

Creativity
crea 0.81 23.36

0.753 0.901creb 0.89 27.07
crec 0.90 27.81

Innovation 
Behavior

iba 0.85 25.35
0.734 0.892ibb 0.84 24.53

ibc 0.88 26.50
=170.06 df=80  /df=2.12, CFI=0.991, NFI=0.984, 

GFI=0.964, IFI=0.991, RMR=0.035, RMSEA=0.042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2.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묵, 창의성, 혁

신행동, 회복탄력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8.80버전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특
정항목들이 동시에 각각의 이론적 개념에 적재되는가(집
중타당성) 그리고 각기 다른 개념들로 구분되는가(판별
타당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각 변수에 대한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지수는 =532.080, df=247, 
/df=2.15, CFI=0.985, NFI=0.971, GFI=0.934, 
IFI=0.985, RMR=0.0352, RMSEA=0.0439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
으며, 집중타탕도를 알아보기 위한 개념신뢰도(CR)
와 평균분산추출(AVE)값 또한 적정수준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치의 타당성은 확
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검증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앞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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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 절차로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독
립변수인 진성리더십 매개변수인 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
묵, 친사회적 침묵 종속변수인 혁신행동과의 상관관계를 
Table 2와 같이 나타나 있다.

Mesn SD 1 2 3 4 5
1.AS 2.67 0.75 (0.679)
2.DS 2.67 0.77 0.643 (0.710)
3.CR 3.32 0.57 -0.411 -0.273 (0.729)
4.IB 3.10 0.65 0.284 -0.130 0.762 (0.753)
5.RE 3.04 0.36 0.130 0.169 0.246 0.227 (0.734)
all = p<.001, (AVE)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상호관련성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인 모형
을 설정하고 있는 각 변수들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각 변수들 간의 관계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구성개념들 간
의 상관행렬의 대각선으로 AVE값을 표기하였으며, 이들
의 값은 각 구성개념의 값의 제곱값 보다 커야한다는 조
건을 충족하여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4 동일방법편의 검증
동일방법편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절차적 해결법과 

통계적 해결법이 사용된다. 절차적 해결법은 설문의 구성
단계에서 관리되어지는 것이며, 통계적 해결법은 이미 설
문이 종료된 이후 인위적으로 공분산을 분리시키는 통계
를 사용하는 것으로 [44],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절차적 
방법을 확인하기 못하였기에 사후적으로 통계적 해결법
을 통해 자료의 동일방법 편차를 검증하였다. 

동일방법편의의 검증은 Harman(1967)이 제시한 일
원검증법(one-factor test)를 통해 확인하였는데[45], 
본 연구에서의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변수
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넘는 7
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이 전체분산의 64.68%를 
설명하고 있고 이 중 첫 번째 요인이 전체분산의 30.06%
를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동일방
법편의의 편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3 가설검증
4.3.1 구조모형의 검증

독립변수인 체념적 침묵과 결과변수인 창의성과 혁신
행동 사이에 관한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LISREL 8.8판
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제
안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92.89, df=43, χ
2/df=2.16, CFI=0.994, NFI=0.989, GFI=0.975, 
IFI=0.994, RMR=0.0341, RMSEA=0.0440 로 나타났으
며, 이들의 적합도 지수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충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가설의 검증
공분산구조방정식을 통해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알아보았으며, 개별적인 영향관계와 구조모형에서의 표
준화된 경로계수를 통해 잠재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관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의 Table 3에 나타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설정된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Hypotyesis Path Estimate t result
1 AS → CR -6.11 -3.08 accept
2 DS → CR 6.65 2.82 accept
3 AS → IB -7.95 -3.02 accept
4 DS → IB 8.95 2.87 accept

χ2=92.89, df=43, χ2/df=2.16, CFI=0.994, NFI=0.989, GFI=0.975, 
IFI=0.994, RMR=0.0341, RMSEA=0.0440
*p<0.001

Table 3. Hypothesis testing

분석결과 제안한 가설 1∼4까지는 모두 채택되는 결
과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 가설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념
적 침묵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γ=-6.11, t=-3.08, 
p<0.001)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의 경우, 방어적 침묵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γ
=6.65, t=2.82, p<0.001)도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가설의 경우, 체념적 침묵이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γ=-7.95, t=-3.02, p<0.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설의 경우 방어적 침
묵과 혁신행도의 관계에 관한 가설로서 방어적 침묵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γ=8.95, t=2.87, p<0.001)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관의 특이점은 
방어적 침묵의 경우 연구자가 최초 설정한 가설의 방향
은 부(-)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지만, 실증분석의 결과는 반대방향인 정(+)의 영
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동기적 측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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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Van 
Dyne et al.(2003)이 침묵을 동기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
서 구성원들이 침묵하게 되는 동기와 함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을 함께 고려하였다. 예를 들
면 체념적 침묵의 경우 수동적인 구성원들이 비관여 동
기에 의해 발생 된다고 하였으며, 방어적 침묵의 경우 능
동적 구성원들이 두려움을 동기로 발생하는 침묵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나타난 수동성과 적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설을 설정함에서 발생된 변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5장 결과 부분에
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4.3.3 조절효과의 검증
가설 5∼8은 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묵이 창의성과 혁

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각각의 침묵과 창의
성,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상관관계 계수를 비교하는 하위집단 상
관관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이 있다. 하위집단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속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관련 변
수와의 상관관계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며, 위계적 회귀
분석은 회귀식에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
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의 상호
작용항으로 추가했을 경우의 설명력 R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동하느냐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Stone 
& Anderson (1994)은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일 경우 위계
적 회귀분석이 하위 집단 간의 상관관계 분석방법보다 통
계적 강도가 보다 우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조
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은 Likert 5점 척도의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창의성과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보
고 통제변수인 교육수준과 직위를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
묵과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를 투입하여 분석하고 세 번
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각 
각 한가지만을 투입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즉, 체념적 침묵*회복탄력성, 방어적 침묵*회복
탄력성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를 분석해 보았다. 이때 상

호작용항이 유의하다면 조절변수가 조절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46]. 즉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단계가 지날수록 R2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경우 조절효
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계적 회
귀분석 모형에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
해서는 R2의 증가값이 유의미한지를 나타내는 F변화량
이 F임계치 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 가설검증
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 Table 5에 제
시하였다. 

Variables step1 step2 step3 step4
Intercept 2.636***

(25.42)
2.255***
(11.82)

3.841***
(7.36)

3.837***
(7.39)

4.019***
(7.36)

Education 0.109***
(4.17)

0.104***
(4.49)

0.102***
(4.44)

0.101***
(4.38)

0.101***
(4.40)

position 0.108***
(5.79)

0.063***
(3.48)

0.063***
(3.74)

0.062***
(3.72)

0.062***
(3.72)

Acquiescent 
Silence

-0.280***
(-8.21)

-0.871***
(-4.72)

-0.282***
(-8.32)

-0.606*
(-2.01)

Defensive 
Silence

-0.051
(-1.55)

-0.056
(-1.70)

-0.631***
(-3.50)

-0.381
(-1.30)

Resilience 
(Moderating)

0.462***
(8.50)

-0.053
(-0.32)

-0.049***
(-0.30)

-0.110
(-0.63)

Acquiescent 
Silence * 
Resilience

0.194***
(3.26)

0.1065
(1.08)

Defensive 
Silence * 
Resilience

0.188***
(3.27)

0.1066
(1.12)

Adj-R2 0.0894 0.3047 0.3157 0.3158 0.3160
R2 0.0952 0.3105 0.3226 0.3227 0.3240
F 30.42*** 53.49*** 47.04*** 47.09*** 40.54***

 P<0.001 : *** P<0.01 : ** P<0.05 : *

Table 4.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먼저 침묵요인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탄력
성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이 진행
될수록 설명력을 나타내는 F값은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
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들
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5, 6은 모두 기각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어떠한 비관적이고 
중대한 역경을 이기고 적응하고 행동하는 측면이라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창출
하는 개념의 창의성에는 큰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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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여 진다. 

Variables step1 step2 step3 step4
Intercept 2.349***

(19.53)
1.731***
(7.31)

4.023***
(6.24)

3.569***
(5.54)

4.036***
(5.98)

Education 0.124***
(4.06)

0.115***
(4.00)

0.112***
(3.95)

0.111***
(3.90)

0.112***
(3.94)

position 0.114***
(5.24)

0.079***
(3.77)

0.077***
(3.72)

0.077***
(3.70)

0.077***
(3.72)

Acquiescent 
Silence

-0.267***
(-6.30)

-1.121***
(-4.92)

-0.269***
(-6.39)

-1.102**
(-2.96)

Defensive 
Silence

0.034
(0.83)

0.027
(0.68)

-0.640***
(-2.86)

0.003
(0.01)

Resilience 
(Moderating)

0.449***
(6.68)

-0.295
(-1.43)

-0.145
(-0.71)

-0.299
(-1.39)

Acquiescent 
Silence * 
Resilience

0.280***
(3.81)

0.274*
(2.25)

Defensive 
Silence * 
Resilience

0.219**
(3.06)

0.008
(0.07)

Adj-R2 0.0780 0.1952 0.2131 0.2064 0.2118
R2 0.0811 0.2019 0.2210 0.2143 0.2210
F 26.35*** 30.05*** 28.04*** 26.96*** 23.99***

 P<0.001 : *** P<0.01 : ** P<0.05 : *

Table 5.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다음으로 침묵요인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
복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이 진행될수록 설명력을 나타내는 F값은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방어적 침묵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체념적 침묵의 경우 유의수준(β=0.274, 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8은 모두 기각하는 결과이
지만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
하면 Fig. 2와 같이 나타난다. 

Fig. 2. Resilience Moderating effect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구

성원의 경우 체념적인 침묵을 높고 낮음에 따라 발생하
는 차이가 비교적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
이 낮은 경우에는 체념적 침묵을 경험함에 따른 경사가 
급격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회복탄력성을 높은 
구성원일수록 체념적 침묵을 경험하더라도 비교적 혁신
행동에 적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자신
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무시되는 경험을 하더라고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고 조직을 위한 혁신행동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5.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느끼는 
침묵이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어떤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
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침묵과 창의성과 혁신행
동과의 관계에서는 체념적 침묵의 경우 창의성과 혁신행
동에 부정적 영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과 같은 방향으
로 채택되었으나. 방어적 침묵의 경우 창의성과 혁신행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제안하였으나. 
연구결과는 반대방향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 침묵의 
개념적 특성만을 참고하여 가설을 설정한 결과로 보여진
다. 본 연구에서 침묵을 정의함에 있어서 Van 
Dyne(2003)에 개발한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을 참
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침묵의 개념을 분류함
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체념적 침묵을 
하는 구성원들의 특성은 수동적이며, 방어적 침묵을 하는 
구성원들은 적극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가
는 것이다. 정리하면, 체념적 침묵을 선택하는 구성원의 
경우 자신이 이야기가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적 동기를 
바탕으로 조직에서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지 않는 소극적인 성향의 구성원이라면, 방어적 침
묵을 선택하는 구성원의 경우 어떠한 두려움(조직을 잃
을 수 있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에 의
한 동기로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
동으로 침묵을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방
어적 침묵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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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 자체가 소극적인 성향의 구성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침묵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자
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을 구성원들이라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인 행동을 한다면 이를 통해서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체념적 침묵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부정적인 상황을 극
복하고 새롭게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데 방어
적 침묵의 경우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회복탄력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기각된 것으로 보이며, 체념적 침
묵과 창의성 및 혁신행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롭게 적
응하고 행동하는 개념인 회복탄력성은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생각하는 창의성의 개념보다 직접 홍보하고 실행하
는 혁신행동의 개념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5.2 실무적 시사점
침묵하는 현상이 창의성과 혁신행동이라는 구성원들

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행동특성을 
가지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구성원으로부터 발생되
는 체념적인 침묵의 경우 분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
안하고 홍보하고 실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
났다. 반면, 침묵이라는 행동을 선택할 지라도 조직의 정
보를 보호하고 구성원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구성원의 경우, 조직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내재적인 동기로 인해 창의성과 혁신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어적 침묵에서 나타났는데 방어적 침
묵이 발생되는 상황에서의 구성원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행동성향을 가지고 조직에서 해고될지도 모를 두
려움,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될지 모를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침묵이
라는 행동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
만 자신의 의지나 조직의 분위기 리더의 특성과 같이 자
신이 침묵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다면, 이들은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상황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조직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바탕으로 침묵행동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구성원들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창의성과 혁신행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
향을 보유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
록 침묵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으로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소중
하게 생각한다면 창의성과 혁신행동에는 긍정적인 영향
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자는 구성원들이 조직과 구성원들
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신뢰와 충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며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
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이미 경험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게 도와주는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체념적 침묵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한 수동적인 구성원들이 경험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줌으로서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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