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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이 조직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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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된 무기

력의 다차원별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업종의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직

장인들로부터 수집된 37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에 의해 나

타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시

차를 두고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참여적 리더십과

체념적 침묵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된 무기력의 4개 하위요인 모두 부분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둘째, 학습된 무기력 하위요인별 간접효과의 크기는 지속성 결여(-.078), 우울

(-.073), 자신감 결여(-.070), 수동성(-.04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습된 무기력

에 관한 기업조직 맥락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 매개효

과를 입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이론적·실무적시사점과 함께학습된무기력을극복할수있는 방안을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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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침묵현상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발언의 부재와 구별하기 어렵고, 또 겉으로 드러나

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조직행동 연구자들의 관

심을 받지 못했었다(최명옥, 박동건, 2017). 조직 구성원의 침묵행동이 본격적으로 연

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조직 침묵(Morrison & Milliken, 2000), 종업원 침묵

(Pinder & Harlos, 2001) 등의 개념이 제안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

해 침묵의 유형과 개념,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결과

요인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침묵은 조직 내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내부 프로

세스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발견과 수정을 제대로 못하게 됨으로 인해 바람직한 변화

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는 통제력의 부족과 자신의 가치에 대

한 비관적 인식 등으로 인해 몰입, 내적 동기, 만족 수준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일탈,

이직 의도 등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Morrison & Milliken, 2000). 나아가 이와 같은

침묵행동은 구성원 간에 전염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의 중요한 장

애요인이 될 수 있고, 조직 전반에 확산될 경우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Brinsfield et al., 2009). 이는 개인 간에 발생하게 되는

침묵 행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 및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정현선,

2012).

최근 고대유(2017)는 침묵의 발생과 발현과정에서 방어적 침묵보다 체념적 침묵이

더욱 심각한 현상이고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한국의 조직에서 침묵

이 갖는 의미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였다. 특히, 국내 조직에서 이러한 침묵현상이 갖

는 의미는 발언을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정서와 인식(체념적 태

도)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에 주목하여, 체념적 침묵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과 관련되어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포기반응, 즉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는 생각에 단념하는 반응이며, 이러한 무기력은 자신이 무엇을 하건 아무 변화도 만

들어 낼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경험에서 생겨난다(Seligman, 1975). 따라서 자신의 발언행동이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발언 의지를 잃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체념에 의한 침묵행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직장인 30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2015년 12월)를 실시한 결과 조직 구성원들이 의도적

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발언을 해도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에

(28.9%), 수직적인 조직문화 때문에(24.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적이지 않고

친밀감이 부족한 상사의 리더십 특성이나 부정적 피드백 (Morrison & Milli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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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절차공정성(고대유, 2017)이 조직침묵의 가장 큰 원인

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서 리더십 행동과 절차공정성 등의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무기력한 심리가 선천적 기질보다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

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러한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논

리(정은, 신민정, 2014)에 입각하여, 구성원의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변수로 리더의 참

여적 의사결정(participative decision making)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학습된 무기력과

체념적 침묵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리더가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하며(Kaufman, 2001), 이는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중에서 리더가 주

도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김정식, 차동옥, 2013). 이러한 리

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에게 참여의 동기, 자존감, 자기결정성을 부여하고

(Deci, Connell, & Ryan, 1989), 심리적 임파워먼트(조태준, 2014)와 심리적 주인의식

(Sashkin, 1976), 그리고 자기효능감(Arnold et al., 2000) 등을 높여준다는 것이 확인

된 바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는 효능감을 회복하고 자기 행동의 무용성(futility) 인식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학습

된 무기력을 극복하고 체념적 침묵행동을 덜 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이 조직 구

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직접효과)를 규명한다. 둘째,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 간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 매개

효과(간접효과)를 검증한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의 측정도구에 관한 심층적인 검증 사

례로서 향후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구결과와 관련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 가설(helplessness hypothesis)에 관한 Richter(1957)의 연구에 이어

Seligman과 Maier(1967) 그리고 Overmier와 Seligman(1967)은 피할 수 없는 외부 충

격에 노출된 동물에 대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을 개발하였다. 이어 Maier와 Seligman(1976)은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aversive) 사건과 직면할 때 자신의 반응과 결과가 비유관

적(non-contingent)일 것이라는 기대에서 무기력이 발생한다는 학습된 무기력 가설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Abramson et al.(1978)은 귀인(attribution) 차원에서 기존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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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였는데, 수정 가설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경험에 대한 반응과 결과 간에 비유관

성이 발생한 원인의 귀인방식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을 ‘고통스

러운 자극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하였지만 반복적인 실

패를 경험하여,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조직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Martinko와 Gardner(1982)는 조직 구성

원의 수동적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직에서 유발된 무기력(organizationally

induced helplessness)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공식 조직의 속성이 종종 뜻

하지 않게 구성원의 실패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된 후에도

이러한 무기력 행동이 자주 지속된다는 가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조직의 내/외부

환경의 변화(기술, 조직구조, 업무 특성 등)가 구성원의 기대,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

쳐 부정적인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arlson과 Kacmar(1994)는 다양한 인적 자원 계획(human

resource plans) 중 많은 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를 일부 구성원들의 학습된 무기력 때

문이라고 보고, 구성원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드는 과정과 이로 인해 조직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Saxena와 Shah(2008)는 조

직에서 구성원에 대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일

부 개인들의 학습된 무기력 행동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직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도 학습된 무기력은

조직 공정성 및 이직의도(Tayfur et al., 2013), 리더십(Boichuk, et al., 2014), 조직혁

신(Chung, et al., 2017) 등과 관련하여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한편,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신기명(1990)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의 진

단척도(45문항)가 개발된 이후로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학습된 무기

력의 이론에 관한 연구(김영희, 1996)와 학습된 무기력의 선행요인을 다룬 연구들(강

혜원, 김영희, 2004; 김기령, 1996; 김재철, 문종길, 2014; 배정희 2008; 정은, 신민정,

2014)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조직 맥락에서 진행된 박경환(2008)의 연구는 학습

된 무기력과 직무성과 간 관계가 직접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고, 김종현(2012)의

연구는 학습된 무기력(자신감 결여)이 직무 스트레스를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는 연구자마다

요인분석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개념과 가설이 제시된 이후로 국내

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

과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 간 관계에서 학습된 무기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증

함으로써 조직 맥락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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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적 의사결정과 체념적 침묵행동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ive decision making)은 Tannenbaum(1956) 이후 조직 관

련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며, Vroom과 Yetton(1973) 등

초기 연구는 적정량의 구성원 참여를 필요로 하는 리더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황 요

인의 역할을 강조했다(Parnell & Bell, 1994). 참여적 의사결정의 효과와 관련된 변인

들 간의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Locke와 Schweiger(1979)는 참여적 의사결정

에 관하여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간에 영향력을 공유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은 종업원들에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직의 각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기

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lew et al.(1995)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이슈

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면서, 참여적 의사결정은 ‘조직 내 상급자가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하급자(개인, 그룹)에게 가시적인 역할 외 행동 또는 역할 확대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제시하였다.

참여적 의사결정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중에서

리더가 주도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

부여보다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정식, 차동옥, 2013). 리더가 주도하

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시행 방식은 조직 구성원들의 자문을 참고하는 것으로부터 조

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그리고 단일 프로젝트부터 대

규모 업무 환경의 모든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Evans & Fischer, 1992). 이러한

참여적 의사결정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김정식, 차동옥, 2013; 조태준,

2014; Ahearne et al., 2005)와 심리적 주인의식(최수형, 안나, 2016; Li & Qian, 2016),

조직과 팀에 대한 몰입(Bouwmans et al., 2017; Elele & Fields, 2010), 나아가 직무만

족과 성과(이현국, 정지수, 2013; Lam et al., 2002; Pacheco & Webber, 2016)에 긍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또한 구성원의 동기와 공정성 인식(Glew et

al., 1995), 변화수용(Sagie & Koslowsky, 1994), 그리고 직장에서의 행복

(Salas-Vallina & Fernandez, 2017)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직 구성원의 침묵행동에 대한 연구는 Morrison과 Milliken(2000)이 조직 침

묵(organizational silence)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으며, Pinder와 Harlos(2001)는 침묵

행동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관점을 강조하며 종업원 침묵(employee silence)을 제안하

였다. 이어 Van Dyne et al.(2003)은 구성원들의 침묵에 관한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여

‘조직과 직무에 대한 자신의 정보, 의견, 생각 혹은 질문이나 우려에 대해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침묵행동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므

로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조직 구성원의 침묵행동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37호

- 30 -

은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동기(motive)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침묵행동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Morrison과 Milliken(2000)은 조직침묵

을 방어적 침묵(defensive silence)과 체념적 침묵(acquiescent silence)으로 구분하였

고, Pinder와 Harlos(2001)는 종업원 침묵을 회피적 침묵(quiescent silence)과 체념적

침묵(acquiescent silence)으로 구분하였다. Van Dyne et al.(2003)은 Pinder와

Harlos(2001)의 회피적 침묵을 방어적 침묵(defensive silence)으로 수정하고 체념적

침묵과 함께 재정의 하였으며, 친사회적 동기에 기반을 둔 친사회적 침묵(prosocial

silence)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이후에 Brinsfield(2009)는 관계적(relation) 침묵,

일탈적(deviant) 침묵, 비관여적(disengaged) 침묵을 제안하였고, Knoll과 Van

Dick(2013)은 ‘기회주의적(opportunistic)’ 침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침묵행동

이 소개되어 왔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원인에 관한 Milliken et al.(2003)의 연구는 구성

원 개인의 특성,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특성 등이 발언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 예상 또는 발언을 해도 소용 없다는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침묵할 가능

성이 커진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체념적 침묵(Acquiescent silence)은 상황에 영향을 끼

칠 능력의 부족, 현재 상황에 대한 단념,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할 의지의 결여 등을 이

유로 조직에 비관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조직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을 의미한다(2017, 이미경).

이는 침묵행동의 원인 중 조직 차원의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위

계적인 구조, 하향식 의사결정, 불공정성, 지지적이지 않은 문화 등이 해당된다(고대유,

2014; Dedahanov et al., 2015; Rhee et al., 2014; Whiteside & Barclay, 201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견과 아

이디어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반영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Locke & Schweiger, 1979).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 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되며 조직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게 된다(김정식, 차

동옥, 2013; Bouwmans et al., 2017; Li & Qian, 2016). 이는 선행연구에서 체념적 침

묵을 증가시키는 원인들로 밝혀진 바 있는 조직의 불공정성, 위계적인 구조 등에 관

한 인식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축소시키고(고대유, 2014; Dedahanov et al., 2015) 조직

에 대한 신뢰(Dedahanov & Rhee, 2015), 상사의 지원(권예진, 최애경, 2017), 직무자

율성(전영욱, 김진모, 황영훈, 2017) 등과 같이 체념적 침묵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관

한 인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조직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을 완화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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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

혀진 참여적 의사결정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즉 참여적 의사

결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주인의식, 공정성 등의 인식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장에서의 행복과 같은 태도 등을 유도한다. 특히, 심리적 임파

워먼트와 관련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은 의미감(meaning), 역량감(competence), 자기결

정성(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정식,

차동옥, 2013; 조태준, 2014; Ahearne et al., 2005). 이를 통해 강화된 자기결정성과 영

향력은 학습된 무기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직무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량감은

업무 상화에서의 자신감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

리고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독려함으로써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킴으로써(Srivastava, Bartol, & Locke,

2006), 구성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될 수 있고, 심리적

불안정성에서 탈피하는 데 효과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조직에서

일을 하며 조직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일의 의미(meaning)를 증가시

킴으로써 향상 될 수 있는데, 구성원들은 새로운 책임과 권한 부여, 즉 직무충실화를

통해 자신의 일을 만족감의 원천으로 보고 자신이 성취하려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Seligman, 2007). 즉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일에 대한 의미감이 강

화되면 자신의 일에 대해 더욱 만족하게 되고 성취동기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상의 논의를 통해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학습된 무기력의 주요 원인과

속성을 완화하거나 반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한편, 학습된 무기력과 체념적 침묵행동의 관계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결과

를 얻기 위해 일할 때 그 결과가 자신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들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믿게 되고, 어떤 행동이나 반응도

소용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나아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미래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채로 남아 있다고 믿고 자신의 반응이 쓸모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들은

자신이 보유한 환경 변화 능력과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Matute, 1995). 이를 학습된 무기력과 체념적 침묵행동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자신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발언행동(voice bahavior)의 결과가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험을 반복한 구성원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나타난 결과가 무관(noncontingent)하다는 무용

성(futility)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발언행동을 주저하거나 철회할 개연성이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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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정서적인 손상과 수행의 저하

(Abramson et al., 1978), 수동성 증가와 인내성 저하(김종현, 2012; Filippello et al.,

2015), 회피적 행동의 증가(강혜원, 김영희, 2004) 등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상과 같은 논의에 의하면 학습된 무기력은 체념적 침묵행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견

된다.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결과의 함의를 종합하면,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

원의 학습된 무기력을 완화하고, 학습된 무기력은 체념적 침묵행동을 촉진할 것이라

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가설 2: 학습된 무기력 다차원은 참여적 의사결정과 체념적 침묵행동 간 관계를 매

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종업원 300명 이상을 보유한 다양한 업종의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인으로서 상사를 둔 구성원들에게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국내 조직행동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보완하였고, 본설문은 온라인 설문 전문기관이 보유한 패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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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378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

하고 최종 371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

(57.7%)과 여성(42.3%)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고, 학력은 대학원 이상(19.4%), 대학

교(71.4%), 전문대 이하(9.2%)로 분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

20대 90 (24.2)

직급

사원급 88 (23.7)

30대 122 (32.9) 대리급 101 (27.2)

40대 100 (27.0) 과장급 93 (25.1)

50대 이상 59  (15.9) 차부장급 이상 89 (24.0)

직무

관리사무직 287 (77.4)

업종

제조업 121 (32.6)

생산기술직 25  (6.7) 서비스업 116 (31.3)

연구개발직 44 (11.9) 정보통신업 47 (12.6)

판매영업직 10  (2,7) 연구개발업 41 (11.1)

기타 5  (1.3) 기타 46 (12.4)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측정도구들 중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맥락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

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보완

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참여적 의사결정은 ‘리더가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정

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Arnold et al., 2000). 측정도구는 Arnold et

al.(2000)가 제시하고 김정식, 차동옥(2013)의 연구에서 검증된 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

다. 대표적인 설문항목은 ‘나의 상사는 모든 구성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

다’와 ‘나의 상사는 자신의 의견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등

이다.

구성원의 학습된 무기력은 Seligman(1975)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배정희(2008)와

강혜원, 김영희(2004)가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

적으로 경험한 결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반응하는 불안

정한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는 신기명(1990)이 개발하고 배정희(2008)가

4개 요인으로 분석하여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김재철, 문종길(2014)의 연

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 측정 문항은 자신감결여(9문항), 우울(8문항), 수동성(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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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결여(5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별 설문문항은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나는 공연히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나는 자신 있게

나의 생각을 말하기가 힘들다’, ‘나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등이다.

체념적 침묵은 ‘상황을 감수하고 포기하여 관련된 아이디어, 정보 또는 의견을 내적

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Van Dyne et al., 2003), 측정도구는 Van Dyne et

al.(2003)이 제시하고 윤선영, 권석균(2015)의 연구에서 검증된 5개의 문항을 활용하였

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나는 말을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를 보류한다’와 ‘나는 회사에 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꺼린다’ 등이다.

3. 통제변수 및 동일방법편의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윤선영, 권석균(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직급과

정서성(긍정정서, 부정정서)을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먼저 직급은 조직 내에서의 역

할과 책임이 반영되므로 직급의 차이는 상사의 리더십 발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

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무 상황에서의 정서성(affectivity)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Watson et al., 1988)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 관계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동일한 응답원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의 활용하였기 때문

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동일방법편의는 응

답원 외에도 측정 방법과 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는 사전적 방법(연구설계/설문지 구성)과 사후적 방법(통계분석) 등이 있다(박원우 등,

200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차례의 사전설문(정성적, 정량적)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보완하였고, 본 설문은 1차(독립,매개변수)와

2차(종속변수)로 나누어 1주일의 시차를 두고 진행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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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학습된 무기력

(우울)

무기력 11 .831 `

무기력 13 .818

무기력 10 .781

무기력 14 .758

무기력 16 .644

무기력 12 .642

무기력 17 .611

무기력 15 .575

학습된 무기력

(자신감 결여)

무기력 8 .710

무기력 2 .702

무기력 6 .682

무기력 1 .660

무기력 4 .659

무기력 9 .649

무기력 7 .640

학습된 무기력

(수동성)

무기력 19 .810

무기력 18 .776

무기력 21 .766

무기력 22 .723

무기력 20 .660

무기력 23 .624

참여적 의사결정

참여 6 .882

참여 2 .864

참여 5 .854

참여 3 .835

참여 1 .828

참여 4 .816

체념적 침묵

침묵 5 .841

침묵 2 .834

침묵 4 .827

침묵 1 .827

침묵 3 .815

학습된 무기력

(지속성 결여)

무기력 26 .731

무기력 28 .707

무기력 27 .701

무기력 24 .692

무기력 25 .554

고유값(Eigen Value) 16.026 4.253 2.877 1.894 1.197 1.100

설명분산(%) 43.315 11.495 7.777 5.119 3.234 2.974

누적분산(%) 43.315 54.809 62.586 67.704 70.939 73.912

Cronbach α 계수 .947 .936 .911 .926 .912 .914

KMO = 0.952, Bartlett (χ² = 11843.362, df = 666, p = 0.000)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먼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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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 요인이 구분되어 나타나

는지를 확인하였다. 주성분분석(요인추출)과 Varimax 방법(회전방법)을 통해 요인적

재치(factor loading) 0.5 이상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학습된 무기력(4개 요인)

를 포함한 총 6개 요인에 관하여 고유값(Eigen value)은 1 이상이고, 총 39개 문항 중

37개 문항(자신감 결여 3번, 5번 문항 제외)의 요인적재치가 0.5 이상(0.554~0.882)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값이 0.952로 1에 가깝고 변인들 간의 상관

이 0인지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량이 11843.362(df=666, p=0.000)로 유

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므로 상관행렬이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변수

들의 신뢰도는 총 6개의 모든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값이 0.911~0.947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Nunnally, 1967). 또한, 각 요

인별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8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표 3>과 같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적 의사

결정은 학습된 무기력의 각 하위요인 및 체념적 침묵행동과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학습된 무기력과 체념적 침묵행동은 상호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통제

변수

1 직급 2.60 1.27 1

2 긍정정서 2.14 .74   .144** 1

3 부정정서 2.03 .67  -.145** -.034 1

4 참여적 의사결정 3.34 .80   .078*   

.242**
-.180** 1

5 자신감 결여 2.42 .94  -.006  -.117** .431** -.163** 1

6 우울 2.71 .97  -.081*  -.111** .470** -.160** .662** 1

7 수동성 2.57 .86   .027  -.057 .330** -.130** .533** .514** 1

8 지속성 결여 2.38 .87  -.034  -.048 .392** -.185** .575** .569** .543** 1

9 체념적 침묵 2.88 .87  -.086*   .011 .296** -.148** .288** .269** .239** .282**

주1) * : p<.05, ** : p<.01

주2) 긍정정서, 부정정서는 4점 척도임

2. 가설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별 매개효과의 유의성과 매개효과

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 온 Baron과 Kenny(1986)의

인과단계방법(causal steps approach)은 간접효과의 계량화에 입각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특정 간접효과 간 차이와 같은 정교한 검정을 실행할 수 없으며, 또한 매개효과

의 검정에 이용되는 Sobel Test는 여러 경쟁적 추론방법들과 비교한 결과 검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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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고 신뢰구간도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Hayes,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간접효과의 계량화가 가능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이 적용된 SPSS

PROCESS macro(mode 4)를 활용하였다. 각 차원별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별 인

과관계를 확인한 후에 <표 4>와 같이 간접효과 계수의 유의성과 크기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학습된 무기력의 4개 하위요인 모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간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지속성 결여(-.078), 우울

(-.073), 자신감 결여(-.070), 수동성(-.0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증 결과에 따라

가설 1과 가설 2는 모두 지지되었다.

<표 4>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별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분 매개변수 구분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LLCI

모델1 자신감 결여
직접효과 -.117 .052 -.219 -.015

간접효과 -.070 .023 -.123 -.031

모델2 우울
직접효과 -.115 .053 -.219 -.011

간접효과 -.073 .023 -.126 -.035

모델3 수동성
직접효과 -.142 .053 -.245 -.038

간접효과 -.046 .020 -.091 -.011

모델4 지속성 결여
직접효과 -.110 .052 -.213 -.007

간접효과 -.078 .022 -.127 -.040

주1) LLCI : 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주2) Sobel Test:  z=-3.061(p=0.002), z=-3.345(p=0.001), z=-2.393(p=0.017),z=-3.391(p=0.001)

Ⅴ. 결론

1.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이 구성원들의 체념적 침묵행동에 미치는 직접효

과와 구성원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를 규명하였고, 특히 기존 연구

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된 무기력의 모든 다차원 요인은 참여적 의사결

정과 체념적 침묵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습된 무기력의

다차원별 간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지속성 결여, 우울, 자신감 결여, 수동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대한 함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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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경험하는 구성원들은 심리적 임파워

먼트와 심리적 주인의식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신뢰, 상사의

지원, 직무자율성 등과 같이 체념적 침묵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관한 인식이 증가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으

로 인해 구성원들은 인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상향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더 나은 활

용, 그리고 직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신뢰와

통제감(sense of control)의 증가, 더 많은 자아 관여(ego involvement) 등을 경험하게

된다(Locke & Schweiger, 1979)는 선행연구의 함의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 간 관계에서 학습된 무

기력 다차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관리기법은 구

성원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인지적 변화가 수반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조태준, 2014)

는 선행연구의 결과의 함의와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된 무기력과 체

념적 침묵행동의 관계가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을 통해 설

명 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으로서 심리적 변인인 학습된 무기력이 행동 변인인 무기

력 행동으로 이어진다(윤현경, 2015)는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은 수행과 인내성의 저하, 수동성과 회피적 행동의 증가 등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강

혜원, 김영희, 2004; 김종현, 2012; Abramson et al., 1978; Filippello et al., 2015)의 결

과가 재확인되었다. 즉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리더가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하여 학습된 무기력이 완화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지속성이 향상되고 수

동성과 우울로부터 회복되어 체념적 침묵행동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는 4개 다차원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각각 간

접효과의 크기는 지속성 결여(-.078), 우울(-.073), 자신감 결여(-.070)가 비슷한 수준

으로 확인되었고 수동성(-.046)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접효과의 크기

는 전반적으로 간접효과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10~-.142) 수동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모델에서 -.14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적 의사결정이 체

념적 침묵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접효과와 학습된 무기력을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학습된 무기력을 경유하는 간접효과에서는 구성원의 지속성, 우

울, 자신감의 영향력이 수동성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이 체념적 침묵행동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요인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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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메커니즘이 확인되었다.

2.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

다. 첫째,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와 학습된 무기력을 통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행동 분야에서 학습된 무

기력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한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체념적 침묵행동과 같이 분명한

의도를 포함한 행동이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수동적이며 회피적인 행동에 대

한 선행요인으로서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학습된 무기력의 유효성이 밝혀진 것이

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침묵행동과 관련하여 리더십 행동과 구성원의 심리적 요인

에 대한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체념적 침묵행동 간 학습된 무기력의 다

차원별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검증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된 학습된 무기력

의 측정도구에 대해 실증연구를 통한 보다 많은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

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신기명(1990)이 개발하여 제시하고 김아영, 주지은

(1999)이 수정한 측정도구는 45개 문항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후 연구

자마다 요인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하위요인의 구성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배정희(2008)의 연구에서 28개 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며, 이후

일부 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항 수가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요인분석결과가 명료한 것으로 확인된 배정희(2008)의 측정도구

를 기업 조직 맥락에 적용하여 다차원별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차별

적인 의의가 있다. 이로써 향후 조직행동 및 리더십 분야의 연구에서 학습된 무기력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일정 부분 학문적 공헌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직 내 적용 가능한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의 학습된 무기력과 체념적 침묵행동

을 완화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학습된 무기력은 상대적으로 변화하기 어렵지만

(Seligman, 1975), 통제 가능한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와 관련된 성공 경험을

내적, 안정적, 전반적인 조건으로 돌리는 낙관적인 설명 스타일을 조성하고 더 많은

희망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Eisner, 1995)의 함의를 뒷받침한다. 또한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리더 또는 동료들과 함께 건설적 논쟁과 허심탄회한 토론

을 통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구성원이 리더나 동료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보

다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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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받더라도 그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해당 사안이

나 과제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돌림으로써 무기력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된

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리더가 참여적 의사결정을 활발하게 적용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역량(competence)이 개발되고, 개인적 유효성(자신감)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게 될 것이

다. 또한 리더와 동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무기력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동

료 구성원들을 발견하게 되면 동료의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

동을 하도록 동료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Reicks, Mills, & Henry, 2004).

둘째, 최근 조직 내에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무기력과 침묵현상을 타개하기 위

하여 리더십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구성원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참여적 의

사결정 방법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리더의 참여

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연관성(contingent)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나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의 다양한 실패의 경험도 함께 건설적으로 다루어진다면, 구성원들은

발언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서의 성공 경험은 향후 조직 생

활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면역(immunization)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Seligman, 1975). 여기에 더하여 리더와 구성원 대상의 개인 리더십 스킬 교육에 귀

인 훈련(attribution training) 등을 도입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예, 실

패 또는 비연관성)에 대하여 보다 건설적으로 해석하고 바람직한 신념과 가치, 그리고

행동으로 발전되도록 대체함으로써 무기력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무기력이

학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Seligman, 2007).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이상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모든 변수에 관한 설문을 동일한 응답자

(구성원)를 통해 측정하였으므로 단일 원천(single source)에 의한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매개변수인 학습된 무기력과 종속변수

인 체념적 침묵행동은 구성원 본인의 의도와 동기가 반영된 인식과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본인이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독립변수인 리

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성원에게 인식된 수준과 리더 본인이 인식한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리더를 측정 대상에 포함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설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의 측정 상황에 의한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 노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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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무기력과 체념적 침묵행동에 미치는 순차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

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변수들 간에 적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분석하는 종단연구 방식의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Bandura(1977)는 Maier와 Seligman(1976)에 의해 발전된 학습된 무기력 이론

은 일종의 기대 메커니즘으로 반응에 따른 결과의 기대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능과 결과 기대 사이의 개념적 차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사람들이 시도를 포기하는 것은 요구되는 행동을 성취하는데 효능감이

없는 경우(효능기반 무용성 efficacy-based futility)와 자신의 능력은 확신하지만 자신

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결과기반 무용성

outcome-based futility)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용성(futility)에 관한 두 가지

분리된 기대의 원천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효능감에 관한 개인차를 조절변수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인과관계에서 자기 효능

감(self-efficacy)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지를 검증해 보는 것은 학습된 무기

력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최근 연구는 참여적 의사결정이 모든 조직에서 일관되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개인차 외에도 리

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개인 요소로서의 신념과 인식(Parnell

& "Rick" Crandall, 2001), 조직문화 요소로서의 권력격차 및 개인주의-집합주의

(Sagie & Aycan, 2003), 국가 간 문화의 차이(Elele & Fields, 2010) 등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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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Leader’s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on Subordinates’

Acquiescent Silence Behavior: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Mediating Effect of Learned

Helplessness

Je-woon Tak, Jong-hoon Kim, Je-goo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ltidimensional mediating

effects of the learned helplessness on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acquiescent silence behavior of subordinates. A survey of 371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employees working in domestic companies in various

industries was analyzed.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with time lag to

minimize the common method bias that could be manifested by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metho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using SPSS PROCESS macro (Hayes,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ultidimensional mediating

effects of all four sub-factors of learned helplessness were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leadership and acquiescent silence behavior.

Second, the magnitude of the indirect effect of the learned helplessness sub factors

was in lack of persistence(-.078), depression(-.073), lack of confidence(-.070), and

passivity(-.046). This study has a special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basis of

future studies by demonstrating the multidimensional mediating effects of learned

helplessness in the context of lack of research 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of

learned helpless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proposed a method to

overcome the learned helplessnes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 words :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Learned Helplessness, Acquiescent

Silence Behavior, Multidimensional Mediat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