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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ral of silence phenomenon has often been attributed to the effects of mass media. The 

emergence of networked environments, such as social media, however, makes the spiraling dynamics 

far more complex and unpredictable than before. While being silent was previously taken as a sign of 

compliance resulting from the fear of social isolation, social media users may feel reluctant to speak 

out or may intentionally choose to remain silent for various reasons and purposes. Particularly in social 

media, individuals may not want to express their opinions for different reasons, such as lurking (i.e., 

read messages and others’ post, but seldom write themselves) or as an implicit expression of 

disagreement. This suggests that silence may not be attributed to a single psychological motive or 

reason, but arises from a mixture of motiva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in the social media 

environ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illuminate the concept of silence as a conscious choice that 

individuals make in a given situation, by examin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ree different ty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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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ence—namely acquiescent, defensive, and prosocial silence—in the context of public opinion 

processes in social media. An online survey was administered to selected Facebook users and a 

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ata obtained. First, the 

degrees of acquiescent and defensive silence in the social media environment were found to increase 

when the level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was higher, while the degree of prosocial silence 

varied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perceived opinion 

climate. When communication apprehension was lower, the degree of prosocial silence turned out 

higher among people in the majority. When communication apprehension was higher, on the 

contrary, prosocial silence went up among those in the minority. Similar patterns were also found in 

relation to self-control—the degree of prosocial silence went up when people with higher self-control 

were in the minority and those with lower self-control in the majority. Likewise, group identity was 

found to moderate the effects of perceived opinion climates on the degree of defensive silence.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 different types of silence with various underlying reasons, 

which are in conjunction with diverse socio-psychological, situational, and contextual factors related 

to public opinion processes. The presence of different types of silence can make the unfolding of 

public opinion more dynamic and unpredictable, which requires a systematic attempt to identify them.

Keywords: social media, silence, perceived opinion climate, communication apprehension, 

cognitiv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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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여론 분포에서 소수(minority)에 속할 때 침묵하는 경향이 있

는데, 이 게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결국 소수 의견이 실제보다 과소 표되는

(underrepresented)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 

Noelle-Neumann, 1974)으로 불리는 이러한 상은 개인 차원의 심리  경향이 집합  여론 

결과로 이어지는 미시-거시 연결(micro-macro link)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Matthes, 2015; 

Sohn, 2019; Sohn & Geidner, 2016). 특히 매스미디어가 이러한 상의 출 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보는 에서 침묵의 나선 상을 매스미디어 효과의 일종으로 근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 왔다(Scheufele, 2008; Scheufle & Moy, 2000).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여론 형성이 매스미디어를 넘어 보다 복잡하고 역동 인 과정

의 산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례 없이 다양한 경로로 

뉴스를 하게 되고 보도내용에 한 댓 , 추천이나 공유, 좋아요(like)를 통해 감정  공감과 

확산도 가능하게 된다(Gearhart & Zhang, 2015; Pang et al., 2016). 이로 인해 소셜미디

어 환경에서 여론의 분 기를 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행 가 증가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il de Zúñiga, Molyneux, & Zheng, 2014; Heiss, 2021; Winter & Neubaum, 

2016). 한 편집자나 기자와 같은 통  의미의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없기 때문에 아

래로부터(bottom-up)의 여론형성이 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다(최진

호·박진우·손동 , 2017).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침묵의 나선 이론의 확장이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Katz & Fialkoff, 2017; Matthes, Knoll, & von Sikorski, 2018; Sohn, 

2019). 를 들어, 의견표  정도에 주요한 변인으로 여겨지는 고립의 두려움(fear of 

isolation)이 온라인 환경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고(Zerback & 

Fawzi, 2017), 온라인에서의 여론기후 지각이 정치  의견표명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박 득·이정희, 2013).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개인들이 소속된 네트워

크의 구조와 상학 (topological) 특성에 따라 침묵의 나선 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 는데(Sohn, 2019; Sohn & Geidner, 2016) 이는 소셜미디어 환

경에서의 여론 형성과 변화과정이 상보다 복잡하게 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기존의 침묵의 나선 이론이 제시하는 설명체계를 넘어 여론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심

리 , 사회구조  요인들에 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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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발 되는 침묵은 특정 이슈에 한 의견이 표 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발화의 부재를 의미했으며,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소수일 때 고립에 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돼왔다. 그러나 다수 의견에 속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굳이 표 하지 않고 침묵할 수도 있고, 반 로 자신이 소수에 속한다고 지각하

더라도 항의 의미로 침묵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침묵은 단순히 고립에의 두려움으로 의

견표명을 꺼리는 수동  행 가 아니라 특정한 의도나 의미를 담고 있는 극  행 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직행동 분야에서는 내재  동기에 따라 침묵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① 자신이 의견을 표 해도 조직의 이슈에 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에 따라 어떠

한 여도 하지 않는 ‘체념  침묵(acquiescent silence)’, ② 자신의 의견을 표 했을 때 돌아

올 수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한 ‘방어  침묵(defensive silence)’, 그리고 

③ 조직에 이익을 주기 한 이타주의나 력  동기에 의한 ‘친사회  침묵(prosocial 

silence)’(Pinder & Harlos, 2001; Van Dyne, Ang, & Botero, 2003). 다시 말해서 침묵

은 외부의 압력에 한 순응  반응으로 단순화될 수 없는 다양한 동기가 외연화된 의사표 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침묵은 여론기후 지각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이용자가 이슈를 보고 단하는 인지  과정이 개입되는 것이라는 지 도 있다(Yin, 

Chen, Hu, & Huang, 2014).

이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나타나는 침묵의 내재  동기에 따라 체념 , 방어 , 

친사회  침묵으로 구분하고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 , 상황  요인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소셜미디어 여론은 매스미디어 환경과 달리 개인을 둘러싼 국지  

인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자신과 계 맺는 타인과의 지  계(status hierarchy)와 련

된 다양한 내  동기가 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국지  네트워크 환경을 

계의 패턴과 구조를 갖는 하나의 조직체로 보고 조직행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침묵의 동기에 

따른 분류를 차용하여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수의 거시 미디어가 일방 으로 

한정된 정보를 달하면 개인이 이를 다수 여론으로 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

치는 통  매스미디어 환경과 달리, 소셜미디어 환경은 네트워크화된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정보

를 하면서 여론기후를 지각하고 침묵하는 과정이 한층 역동 (dynamic)일 수 있다(Sohn, 

2019). 침묵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동기는 개인  변수만이 아닌 집합  개인들이 모인 사회  

환경이 반 된 상황  변수와의 조합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변인들을 통합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의견표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립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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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자기검열에 주목해온 기존 연구(Fox & Holt, 2018; Hoffmann & Lutz, 2017; 

Kushin, Yamamoto, & Dalisay, 2019)를 넘어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 이션 두려움

(communication apprehension)과 심리  항, 자기통제와 집단정체감이 여론기후 지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배경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침묵의 이유

2016년 미국 선은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난 이른바 ‘샤이 트럼 (shy 

Trump)’ 상의 표  사례로 종종 언 된다. 주류 미디어의 여론조사 결과 로 자신이 다수에 

속한다고 지각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지지자들과 달리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한 도

드 트럼 (Donald Trump) 지지자들이 의견표명을 꺼리거나 설문응답을 거부하면서 여론조

사에 실제보다 게 반 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Kennedy et al., 2018). 이는 사람들이 

기의 다소 빗나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여론기후를 감지하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여

론 분포와 조사결과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일종의 되먹임 순환과정(feedback loop)이 일어

났음을 의미한다. 침묵의 나선은 이러한 집합  되먹임 과정의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침묵의 나선 상은 선거 캠페인뿐만 아니라 낙태(McDevitt, Kiousis, & 

Wahl-Jorgensen, 2003)나 동성애(Gearhart & Zhang, 2014), 그리고 유 자변형식품

(GMO)(Scheufele, Shanahan, & Lee, 2001)과 같은 도덕  혹은 가치 단이 개입되는 다양한 

사회 갈등  이슈에 해서도 용돼 왔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여론기후 지각과 의견표  

간의 계에 주목하면서 논쟁  이슈에 해 자신의 의견이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 으로 의견표 을 꺼리는 일반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 다.

그러나 기존 부분 연구들이 매스미디어의 향은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사회  거집단

(social reference groups)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비 도 지속 으로 제기돼 왔다(Katz, 

1983). 한 자신을 다수로 지각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며, 반 로 

자신이 소수라고 지각하는 경우에도 의견표명을 꺼리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Neuwirth & 

Frederick, 2004). 이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론기후 지각이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 에 

인 향을 미친다기보다 자신의 주변이나 거집단의 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Glynn & Park, 1997; Soh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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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게 되면서 여론기후 지각과 의견

표 에 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축 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는 오 라인보다 고립에 한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려움이 감소되는 만큼 

의견표 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고(Liu & Fahmy, 2011; Zerback & Fawzi, 

2017)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론기후 지각이 정치  의견표명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

도 보고 다(박 득·이정희, 2013). 이는 여론기후를 지각하거나 고립의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가 의견표  는 침묵하려는 경향에 미치는 향이 커뮤니 이션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Neubaum & Krämer, 2018).

나아가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에 기반해 자신의 의견을 댓 , 공감,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에서 소수 치의 자각이 바로 완 한 침묵으로 이어지

지 않을 수도 있다. 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고립에 한 두려움 때문에 게시 을 올리는 것과 

같은 극 인 의견표 은 하지 않더라도(Shim & Oh, 2018) 소수 의견에 속하는 게시 에 ‘좋

아요’와 같은 공감을 표시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Pang et al., 2016). 더 나아가 

인 간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첨 하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유 를 강화하고 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계를 정리하는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즉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직면하

는 동조압력을 약화시켜 의견표명을 더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변 계망의 변형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을 통해 여론기후와 의견의 일치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게시 을 

올리는 등의 의견표  행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Gearhart & Zhang, 2018).

이처럼 여론과정의 동조압력에 한 다양한 반응을 가능  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시  침묵은 단순한 의견표명 거부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해 표면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침묵은 여론압력에 한 순응으로부터 기인

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의 의견표명을 한 방어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며 더 나

아가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한 극  동조의 의미를 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침묵의 바탕에 

놓인 심리  동기는 이후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다수의 가능성들은 소셜미디

어 환경에서의 여론형성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 측하는 경로를 벗어나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행 로서의 침묵의 유형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침묵은 체로 어떤 의견도 표 되지 않는 것, 발화의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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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돼 왔다. 그러나 의견을 표 하든 그 지 않든 바탕에는 행 의 심리  동기가 존재한다는 

에서 침묵도 발화와 마찬가지로 의도  행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은 조직행동 연

구에서 채택 는데 침묵을 의견표 과 구분된 특정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본다(Pinder & 

Harlos, 2001; Van Dyne et al., 2003).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와 련된 아이디어나 조직

의 문제, 새로운 업무방식 제안 등을 논의할 때 의도 으로 침묵함으로써 특정 의견을 지지하거

나 지지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선규·지성구, 2012). 여기서 침묵은 

조직의 문제에 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상사나 동료에게 어떤 의도에서든 표 하

지 않고 간직하는 행 로 정의된다(Morrison & Milliken, 2000).

조직행동의 에서도 기에는 이를 종업원 침묵(employee silence)으로 개념화하면서 

재 상황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행 로 간주하는 시각이 있었다(Pinder & Harlos, 

2001). 그러나 반 다인과 동료들(Van Dyne et al., 2003)은 조직이나 직무에 한 개인의 행

동 , 인지 , 감정  평가로부터 비롯된 의도 이며 내재  동기에 의해 침묵이 나타나는 것이

라 주장하면서 수동 이며 순응  행 라기보다 의도  행 라는 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 로서의 침묵은 체념 , 방어 , 그리고 친사회  침묵으로 나눠진다. 먼  체념

 침묵은 심리 으로 단념한 상태에서 조직에 한 여 의지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어나 정보 는 의견을 간직하는 것이다(Pinder & Harlos, 2001). 컨  조직 구성원이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것이 변화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침묵하는 경우

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방어  침묵은 자신이 발언하고 난 뒤 돌아올 결과에 한 두려움 때문

에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해 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체념  침묵과 달리 안에 한 

숙고를 포함한 극  행동으로 해석된다(Morrison & Milliken, 2000). 마지막으로 친사회

 침묵은 조직에 이익을 주기 한 이타주의나 력  동기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표 하지 않

는 것이다(Van dyne et al., 2003). 이는 의견표명에 앞서 숙고의 과정을 거친다는 에서 방

어  침묵과 유사하지만, 방어  침묵은 실수나 어색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  

결과에 한 두려움에 을 두는 반면, 친사회  침묵은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공유하는 타

인들에 한 염려에 기인한다는 에서 다르다.

침묵 행 는 이처럼 다양한 심리  동기를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변인과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돼 왔다. 조직행동의 에서 구성원 개인이 상사로부터 인정받는다

고 믿는 정도인 상사 지원 인식(perceived supervisor support)과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 

한 차 공정성 인식(perceived procedural justice)이 세 유형의 침묵을 모두 어들게 만

드나(조아름·유태용, 2014), 조직의 분 기를 부정 으로 느끼는 경우엔 방어  침묵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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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Kiewitz, Restubog, Shoss, Garcia, & Tang, 2016). 한 조직 내 권

력격차에 한 인식이 체념  침묵을 증가하게 만드는 반면, 방어  침묵과 친사회  침묵에는 

어떠한 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hee, Dedahanov, & Lee, 2014). 구성원

이 의무와 무 하게 조직의 발 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침묵의 종류가 어떻게 련되는지 살펴본 연구에선 체념 , 방어  

침묵이 해당 행동에 부  향을, 친사회  침묵은 정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다(Acaray 

& Akturan, 2015). 조직 환경에 한 인식뿐만 아니라 개인  심리 특성 한 특정 침묵이 나

타나는 양상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낮을수록 자신의 

업무 능력이 조직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념  침묵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다(Van dyne et al., 2003).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조직행동의 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커뮤니 이션 연구에서 다루는 

여론 상에도 확장 용이 가능하다. 침묵의 나선 상에 한 연구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고립의 두려움으로 침묵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용되는 동조효과(conformity effects)(Asch, 

1955)는 조직 내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도 하게 련될 수 있다. 특히 조직 내 상호작용보다 

더 자유도가 높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침묵의 바탕에 놓인 이유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근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론기후 지각에 따라 소수라고 

단하는 사람들이 순응을 선택해 침묵하게 된다는 기존의 에서 벗어나면서 소수의 비순응 가

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Forsyth, 1990)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침묵의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커뮤니 이션 련 변인

(1) 커뮤니 이션 두려움

인간은 사회  고립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쟁  이슈에 한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반 라고 인식하는 경우, 의견표명을 꺼리게 된다는 사실이 지속 으로 보고

돼 왔다(Scheufele, 1999; Shoemaker, Breen, & Stamper, 2000 등). 온라인 환경에서도 

역시 오 라인 환경과 유사하게 고립의 두려움이 의견표명에 미치는 향이 검증돼 왔으나 그 

향이 다소 가변 으로 나타났다. 호와 매클라우드(Ho & McLeod, 2008)는 면과 온라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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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모두 고립의 두려움이 의견표명을 축시키지만 효과의 크기가 상 으로 작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음수연(2005)은 온라인 토론 상황에서도 고립의 두려움이 의견표

명을 주 하게 만들지만, 익명으로 할 때는 계에 한 부담을 덜 갖게 되므로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밝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와 같은 가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고립에 한 두려움의 모호한 개념 정의와 측정의 

일 성 결여를 지 (Crandall & Ayres, 2002; Willnat, Lee, & Detenber, 2002)하는 시각

도 있다. 뉴워스(Neuwirth, 2000)는 집단 규범을 벗어나는 데 따른 두려움과 의견표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  결과에 한 두려움을 나 는 것을 제안했고, 이와 유사하게 리와 동료들(Lee, 

Detenber, Willnat, Aday, & Graf, 2004)도 사회로부터 고립될 두려움과 타인과의 의견 불일

치로 인한 두려움의 구분을 제안한 바 있다. 한 헤이스, 매티스, 그리고 이블랜드(Hayes, 

Matthes, & Eveland, 2013)는 두려움을 인지 , 감정  차원의 반응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기존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계형성을 통해 커

뮤니 이션 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에서 개인이 마주하는 국지  사회 환경(local 

social environment)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주변 사회 환경을 구성하는 사람들

의 다양성/이질성 증가와 더불어 그들 간 연결패턴이 복잡해짐에 따라 같은 네트워크 구조 속에

서도 다른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구조  변이(structural variations)의 특이성이 나타날 수 있

는 것이다(boyd & Ellison, 2007). 이는 사회  네트워크에 배태된(embedded) 개인이 각자 

다른 커뮤니 이션 환경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진 고립에 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  수 의 두려움을 상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처

해 있는 커뮤니 이션의 맥락과 사회  네트워크의 구조  변이에 따라 차별 으로 나타나는 의

견표명 혹은 침묵의 차이를 온 히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해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일반  두려움과 커뮤니 이션이 일어

나는 상황  특성을 포 한 개념인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McCroskey, 1983)을 활용하

고자 한다. 를 들어 다수의 청  앞에서 발언할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겪게 될 불안과 공포의 

감정은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과 커뮤니 이션 상황이 결합된 것이다(McCroskey, Daly, & 

Sorensen, 1976). 즉 커뮤니 이션 두려움은 개인의 심리 상태와 상황을 통합 으로 고려한 

것으로,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는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두려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커뮤니 이션 두려움의 정도는 상황이 공 인지 사 인지에 따라 의견표 에 향을 다르

게 미칠 수 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  상황인 경우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낮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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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을 때 의견표  의지가 감소했으며(Crandall & Ayres, 2002), 집단토론과 같은 상황

을 선호하지 않을수록 사  상황보다 공  상황에서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높아지면서 의견표

도 축되는 결과를 보 다(Willnat et al., 2002). 한 문화  차이로 커뮤니 이션 두려

움이 달리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서양에 비해 상 으로 커뮤니 이션

에 한 두려움을 크게 느껴 의견표 을 더욱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4).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커뮤니 이션 두려움은 의견표  행   발화 상황 자체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에서(Willnat et al., 2002; Neuwirth, Frederick, 

& Mayo, 2007) 여론기후 지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유형의 침묵에 차별 인 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자신의 입장이 소수인 경우, 의견이 다수에게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침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수인 경우에는 침묵

의 정도가 반 으로 낮아질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발화 상황을 반 하

는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의 정도를 고려할 때 침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  소수 의견의 입장에서,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은 사람은 발화 행  자체에 한 두려움

보다 소수 의견 표명에 따르는 부정  결과에 한 염려로 체념 , 방어  침묵을 선택하는 경향

을 보일 수 있는 반면, 두려움이 큰 사람은 발화 자체에 한 우려로 인해 소극  의견 표명의 형

태인 친사회  침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수 입장에서 침묵의 반

 증가는 한 종류의 침묵이 늘어난 결과라기보다 커뮤니 이션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침묵이 증가한 총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와 반 로 다수의 입장에서는 커뮤

니 이션 두려움이 은 사람들이 사회  압력의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친사회  침묵을 선

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발화 행  자체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이러한 여론기후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클수록 소수 입장

일 때 친사회  침묵을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고 다수 입장일 때는 두려움이 을수록 친사회  

침묵이 증가할 것을 측해볼 수 있다.

가설 1.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친사회  침묵에 미치는 향은 여론 기후지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가설 1-1.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지각하는 경우 커뮤니 이션 두려움의 수 이 높을 때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자신의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는 경우 커뮤니 이션 두려움의 수 이 낮을 때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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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  항

심리  항(psychological reactance)은 자유를 제약하는 상황에 항하는 인간의 심리성향

을 일컫는 개념으로(Brehm, 1966) 심리  항을 유발하는 상에 한 평가나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 활용돼 왔다(Dillard & Shen, 2005; Rains, 2013). 커뮤니 이션 연구에서는 

설득 메시지가 행동이나 생각의 자유에 한 으로 인식돼 심리  항에 부딪히는 경우와 이

를 개선하는 메시지 략 탐구에 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재휘·김정애, 2011; 김 숙·이 우, 

2012; Dahlstrom, 2012).

논쟁  이슈에 한 여론 형성과정에서도 심리  항이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낙태

나 동성애와 같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하는 경우, 다수에 

의해 의견 선택이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자유를 회복하려는 반응으

로 소수 의견에 한 애착이나 신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 심리  항이 매우 큰 경우

에는 사회  고립을 회피하기 해 다수 여론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소극  반응을 넘어 극

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Moscovici, 1980). 이와 

달리 자신의 의견이 다수인 경우에도 상황에 한 심리  항이 클수록 소수의 의견을 존 하고 

이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아가기도 한다(Masss & Clark, 1986). 한 심리  항에 따른 반

응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Goldsmith, Clark, & Lafferty, 2005), 

공  상황에서는 다수의 여론에 순응(compliance)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사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Moscovici, 1980).

메시지를 하는 환경을 보다 확장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여론

을 할 때에도 유사한 심리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측해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커뮤

니 이션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유사하게, 심리  항도 분노, 불안, 과 같은 부정  

인지와 련된 잠재변수로 구성된 개념(Quick & Stephenson, 2007)이라는 에서, 여론기

후에 한 지각과 한 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에 기 한다. 다만 커뮤니 이션 두

려움은 의견표 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면 심리  항은 의견 표명으로 이끄는 요인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여론기후와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리  항과 의견표명 행 와의 계를 직 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기는 어려우나 특정 

메시지에 한 심리  항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태도나 행  변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결

과(Dahlstrom, 2012; Dillard & Shen, 2005; Rains, 2013)에 비춰보면, 사람들이 논쟁  

이슈를 할 때 자신의 입장이 소수일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  항이 크게 나타나면서 체념  혹은 방어  동기에서 발생하는 침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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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 것으로 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신의 의견이 다수인 경우라도 여론 상황에 한 

심리  항이 클수록 소수 입장을 배려하는 이타 인 동기로 인해 친사회  침묵이 늘어날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가설 2. 심리  항이 침묵에 미치는 향은 여론 기후지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지각하는 경우 심리  항이 클 때 체념  침묵의 경향이 낮을 

것이다.

  가설 2-2.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지각하는 경우 심리  항이 클 때 방어  침묵의 경향이 낮을 

것이다.

  가설 2-3. 자신의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는 경우 심리  항이 클 때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

을 것이다.

2) 사회  상호작용 변인

(1) 자기통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 감정과 생각을 조 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

는데 이를 자기통제(self-control)라 한다(Kirk & Logue, 1996). 이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충동성(impulsiveness)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특정 

행동으로의 연결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Louge, 1995). 일반 으로 자기통제는 사회심리

학  에서 독성이 강한 도박이나 알코올 의존과 같은 즉각 인 쾌락을 주는 행 나 범죄 

등의 원인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취 돼 왔으며, 이러한 일탈  혹은 병리  행 를 통제하기 

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Hirsch & Gottfredson, 2000).

자기통제 개념은 미디어에 한 독  이용이나 과몰입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찾는 연구에 자주 활용돼 왔다. 를 들어, 자기통제의 정도가 낮을수록 휴 폰 이

용에 한 독 수 이 높아지기도 하고(한주리‧허경호, 2004; 우형진, 2007), 인터넷이나 컴

퓨터 게임의 몰입  사용에 있어 자기통제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으며(나은

·송종 , 2006) 자기통제 수 이 낮을수록 소셜미디어 이용량과 죄책감이 증가된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Du, van Koningsbruggen, & Kerkhof, 2018).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자기통제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워 미디어를 지속 , 습 으로 사용하는 행동

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Reinecke & Hofmann, 2016).

그러나 자기통제는 일탈  병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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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에게 부정 인 발언을 하지 않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인 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다. 상 방에게 부정 인 감정을 표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에둘러 표 하여 지시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통제의 정도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사회  계를 고려하여 발언을 조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통제와 머뭇거리거나 주 하는 발화 간 상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Ragsdale, 1976)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뒷받침한다.

커뮤니 이션 환경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심리 기제와 태도  행 와의 

계를 검증하기 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온라인 환경은 기술 으로 발화자가 구인지 식별하

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는 완 한 익명이라기보다 이용자 간 상호작

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시 이나 댓 을 통해 이용자의 정체성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 한 

의미에서의 익명, 보다 구체 으로 사회  익명성이 확보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Hayne & 

Rice, 1997). 따라서 온라인에서도 오 라인과 마찬가지로 사회  익명성이 낮은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타인과의 계를 원만하게 하기 해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데 있어 스스로 통제하

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최희재‧이 기‧김정원, 2009), 사람들과의 계 네트워크로 형성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미라, 강경철, 그리고 이상우(2011)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아이디로 댓 을 작성할 수 있

는 소셜 댓  서비스에서 익명성이 낮다고 인식함에 따라 자기통제의 수 이 높아져 댓  작성 

행동에 제약이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체로 온·오 라인 계가 혼합된 인

 네트워크로 게시 , 댓  등이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공유될 수 있기 때

문에 자기통제의 과정을 거쳐 의견표 을 꺼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 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자기통제의 정도가 낮으면 부 한 행동을 하거나 

로필을 숨기는 것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도 으로 감추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eBono, Shmueli, & Muraven, 2011).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도 개인의 자기통제 정도가 높아지면 행동

의 제약성으로 인해 의견표 을 억제하려는 체념 , 방어 , 친사회  침묵은 증가할 것이고, 자

기통제가 낮아지게 되면 행동의 제약성 한 낮아진다는 이 반 되어 반 으로 침묵은 감소

할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한 소셜미디어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찰하기가 쉽다는 이 자기통제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Wilcox & Stephen, 2013) 이는 자기통제의 정도와 여론기후 지각에 따라 의견표

명이나 침묵의 종류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커뮤니 이션 상황에서 자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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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선 논의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반 되는 발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 계를 보다 정 인 

방향으로 가져가기 한 것이기 때문에 상 으로 소극  의미를 띠고 있는 체념 , 방어  침

묵보다 조와 같은 극 인 동기에서 나타나는 친사회  침묵과 연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하는 경우 자기통제가 약한 사람은 사회  압력이나 부정  결과

가 상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친사회  침묵

이 반 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다수 입장일 때는 자기통제가 약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것이 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  의미에서 침묵할 것으로 

상된다. 반면에 자기통제가 강한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의사표  혹은 침묵 행 를 조

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략 으로 단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지각한 경

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감추는 방식을 택해 다수로 보이도록 할 수 있고, 다수라고 지각한 경우에

는 자신의 의견을 표 함으로써 다수 여론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가설 3. 자기통제가 친사회  침묵에 미치는 향은 여론 기후지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1.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지각하는 경우 자기통제가 강할 때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

을 것이다.

  가설 3-2. 자신의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는 경우 자기통제가 약할 때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

을 것이다.

(2) 집단정체감

사람들은 사물을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을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으로 설명된다(Tajfel, 1978).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소속집단을 기반으로 사회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과정을 거치고, 집

단 구성원의 공통  특성으로 해당 집단의 의식을 규정하게 된다. 특히 집단의 가치나 신념에 기

반한 사회  단이 요구되는 상황일수록 자신을 한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어

(Turner, Brown, & Tajfel, 1979) 자신이 속한 내집단(in-group)과 그 지 않은 외집단

(out-group)을 구분하고 자신과 내집단 구성원의 속성을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강화되는 반면 

외집단에 한 이질감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Hogg & Abrams, 1988).

그린(Greene, 1999)은 개인의 지지 정당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동질감이 형성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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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에 기반해 집단이 나뉘며, 이에 따른 집단정체감으로 인해 정치  행동이 증가되는 경향

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동질  정치 성향이 집단정체감을 강화하여 상호 유사한 

정치  태도와 행동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노정규·민 , 2012). 특히 외집단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받는 상황에서는 내집단의 의견에 더욱 극 인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반면, 

외집단 의견에는 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uis et al., 2010). 이는 소수의견

을 지닌 집단에 속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정체성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 가 진될 가능

성을 내포한다(Moy, Domke, & Stamm, 2001).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도 유사한 정치  을 형성할수록 내집단에 한 집단

정체감이 강화되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정보에 한 선택  노출(selective exposure)로 

이어져 결국 의견표명이 더 수월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Velasquez, Montgomery, & 

Hall, 2019). 이와 유사하게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다수집단이 아닌 인종, 성  지향에 따른 소

수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하지만, 자신과 유사한 집단이 주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 하는 행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x & Warber, 2015). 이러한 결

과는 소수에 속하더라도 집단정체감이 강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이 수월해지는 반면, 다수 의견에 

속하더라도 집단정체감이 낮으면 의견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 소수나 다수에 속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주변 사회 환경에서 느끼는 집단정체감에 따라 개인의 의견표 의 정도나 침묵하

려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구체 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할 때 집단정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의 동질감이나 유 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체념하거나 방어하는 침묵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상되며, 

반 로 집단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반  의견의 다수에게 비난받을 두려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의

견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과 동일한 사람들을 해 극 으로 의견을 표 하거나 체

념 , 방어  침묵보다 친사회  침묵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측해볼 수 있다. 반 로 다수 의

견에 속하는 경우, 집단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발언했을 때 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내집단에 피해를  가능성을 상정해 오히려 방어  의미에서 침묵하거

나 반  의견을 가진 유 감이 강한 소수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단하여 체념하는 의미에서 

침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집단정체감이 침묵에 미치는 향은 여론 기후지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1.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지각하는 경우 집단정체감이 약할 때 체념  침묵의 경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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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가설 4-2.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지각하는 경우 집단정체감이 약할 때 방어  침묵의 경향이 높

을 것이다.

  가설 4-3. 자신의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는 경우 집단정체감이 강할 때 방어  침묵의 경향이 높

을 것이다.

  가설 4-4.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지각하는 경우 집단정체감이 강할 때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 4-5. 자신의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는 경우 집단정체감이 약할 때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을 것이다.

3. 연구방법

1) 조사 차

앞에서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

회 갈등  이슈로 양 송 탑 사건을 선정했다. 이 사건은 송 탑 건설 치를 두고 양시민과 

한국 력 사이에 일어난 분쟁으로, 연구시 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극 으로 개입하면서 잠재

 갈등이 수면 로 떠올라  국민이 심을 가지는 이슈로 확산된 바 있다. 조사를 해 양 

송 탑 건설에 한 찬성 혹은 반  논조의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 을 제작1)(<부록 Ⅱ> 참조)했

으며,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속하는지 소수에 속하는지 여론기후 지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

록 조사 상자를 두 조건  하나에 무작  할당(random assignment)하여 기사와 게시 을 

보게 한 뒤 응답하게 했다.2) 자료수집을 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상으로 2주간 조사했으며, 

1) 기사는 실제 보도된 기사를 토 로 연구의 목 에 부합하게 가공했다. 양 송 탑 건설에 찬성하는 논조(조건 A)는 

앙일보 기사를, 반  논조(조건 B)는 한겨  기사를 각각 활용하되, 해당 이슈에 한 응답자의 태도에 향을  수 

있는 언론사명은 내용에 제시하지 않았다. 한 페이스북 게시 은 텍스트와 여론조사결과 그래 , 그리고 댓 을 포함

하여 응답자들이 논조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 A에 해당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은 양 송 탑 건설

에 찬성하는 내용의 게시 과 함께 찬성여론이 3/4 이상으로 나타난 그래 , 그리고 찬성 논조를 띠고 있는 댓 로 구성

했다. 조건 B에 해당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은 이와 반 로 구성했다.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슈에 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음으로써 사  의견분포를 악하고 이를 기사 노출(i.e., 다

수/소수 여론기후 지각 노출) 비율에 인 으로 반 할 수도 있으나 표본 응답자의 의견 분포가 크게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단하에 무작  할당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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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 한 보상을 지 했다. 143명의 응답이 수집 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

고 121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6.3세, 성별 분포는 남성 64명(52.9%), 

여성 57명(47.1%)이다.

2) 측정

(1) 소셜미디어에서 침묵: 체념 , 방어 , 친사회  침묵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이슈에 한 게시물을 했을 때 댓 , 좋아요, 공유와 같은 여된 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해당 이슈에 한 게시 을 올리지 않는 것을 침묵으로 정의하고, 핀더와 할로스

(2001), 반 다인과 동료들(2003)의 논의를 종합해 체념 , 방어 , 친사회  침묵으로 나눠 측

정했다. 먼  체념  침묵은 핀더와 할로스(2001)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용해 소셜미디어

에서 “내가 의견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나는 별로 여하고 싶지 않아

서 나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게시 을 올리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

람들의 댓 이나 게시 을 읽고 받아들이기만 한다”의 4개 문항을 5  척도(1:  그 지 않

다 ~ 5: 매우 그 다)로 측정했다(Cronbach’s  = .86).

방어  침묵은 핀더와 할로스(2001)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용해 소셜미디어에서 “다

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어 생각이 있더라도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를 보

호하기 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남들에 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에 한 해결책이 있더라도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내가 가진 두려움으로 인해 나의 생각

을 말하지 않는다”의 4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했다( = .74).

친사회  침묵은 반 다인 외(2003)의 문항을 변용해 소셜미디어에서 “공동의 이익을 해 

의견을 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지도 모르는 정보에 한 게시 이나 댓

을 올리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과 조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감추려고 한다”의 3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했다( = .61).

(2) 여론기후 지각

여론기후 지각은 한혜경(2003)의 문항을 변용하여 논쟁  이슈에 한 기사  페이스북 게시물

과 비교하여 “본인의 의견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단일문항을 5  척도(1:  

그 지 않다 ~ 5: 매우 그 다)로 측정했다. 측정값의 간값(2.83)을 기 으로 하여, 그 이상

인 경우는 다수 지각 집단으로, 반 인 경우는 소수 지각 집단으로 각각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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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 이션 변인: 커뮤니 이션 두려움, 심리  항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은 맥크로스키, 비티, 키어니, 그리고 랙스(McCroskey, 

Beatty, Kearney, & Plax, 1985)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용해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려고 한다”, “나는 말할 때 평소보다 더 떨리는 것 같다”, “나는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말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혼동되거나 뒤섞인다고 종종 느낀다”

의 4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했다( = .85).

심리  항은 도넬, 토마스, 그리고 버볼츠(Donnell, Thomas, & Buboltz, 2001)가 개

발한 척도(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Reactance: QMPR)의 

13개 문항 가운데 김 숙과 이 우(2012)가 번안한 6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용했다. “나는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이나 규칙 인 행동하는 것에 해 강한 거부반응이 든다”, “ 군가로부터 행

동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 행동하고 싶다고 반응한다”, “나는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을 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 군가 사회규범이나 의무에 불복종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행

동이 재 게 느껴진다”, “ 가 나를 과도하게 칭찬하면 의심스럽다”, “ 군가 나에게 반드시 해라 

혹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짜증난다”의 6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했다( = .78).

(4) 사회  상호작용 변인: 자기통제, 집단정체감

자기통제는 최희재와 동료들(2009)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용해 “나는 거리낌 없이 댓 이

나 게시 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나는 댓  혹은 게시 을 볼 때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행동하는 것이 더 좋다”,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나

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응한다”의 4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했다( = .61).

집단정체감은 그린(1999)의 문항을 변용해 “나는 내가 속한 의견 집단에 해 이야기할 때 그

들보다 우리라고 말한다”, “내가 속한 의견 집단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속한 의견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심이 많다”의 3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했다( = .68).

4. 연구결과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사람들이 체념 , 방어 , 친사회  침묵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함에 있어 여러 종속변인을 동시에 고려해 하나의 모델로 분석하기 해 다변량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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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했다.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효과와 

종속변인과의 계를 정 하게 탐색하게 해 두 가지 모델을 설정했다. 검증에 앞서 분석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봤다. 분산-공분산 행렬이 동등한지 살펴본 결과, 빈의 검정(Levene’s test)

과 박스의 검정(Box’s M test)에서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여론기후 지각과 커뮤니 이션 심리 변인(커뮤니 이션 두려움, 심리  항)이 체념

, 방어 , 친사회  동기에서 비롯되는 침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다변량 주 효과(multivariate main effect)는 커뮤니 이션 두려움(F(3, 117) = 3.08, 

p <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발견 으나, 여론기후 지각(F(3, 117) = 1.20, n.s.)과 

심리  항(F(3, 117) = 0.10, n.s.)에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에서

는 여론기후 지각의 효과가 방어  침묵에서만 제한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발견 으며

(F(1, 119) = 2.86, p < .10), 커뮤니 이션 두려움의 효과는 체념  침묵(F(1, 119) = 

5.33, p < .05)과 방어  침묵(F(1, 119) = 7.80, p < .01)에 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론기후 지각에 의해 방어  침묵은 소수로 지각(M = 2.47)할 때보다 다수로 지각(M = 

2.78)할 때 높아지며, 커뮤니 이션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 체념  침묵(Mhigh = 2.79 vs. 

Mlow = 2.48)과 방어  침묵(Mhigh = 2.87 vs. Mlow = 2.42)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 다. 그

러나 심리  항은 어떤 침묵에도 직 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기후 지각과 커뮤니 이션 두려움 간 다변량 이원 상호작용(multivariate two-way 

interaction)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 117) = 3.13, p < .05). 그러나 단변

　 Multivariate F

Univariate F

Acquiescent 

silence

Defensive 

silence　

Prosocial 

silence　

Perceived opinion climate(A) 1.20 0.00 2.86† 0.96 

Communication apprehension(B) 3.08* 5.33* 7.80** 1.15 

Psychological reactance(C) 0.10 0.00 0.11 0.05 

A × B 3.13* 0.00 2.55 8.61**

A × C 0.99 1.91 0.02 0.93 

B × C 0.59 0.05 0.02 1.63 

A × B × C 0.77 0.18 1.89 0.01 

Note: Multivariate df = 3/117; Univariate df = 1/119

†p < .10. *p < .05. **p < .01.

Table 1. Results of multivariate and 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odel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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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분석에서는 친사회  침묵에 해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발견 으며(F(1, 119) 

= 8.61, p < .01), 체념  침묵(F(1, 119) = 0.00, n.s.)과 방어  침묵(F(1, 119) = 

2.55, n.s.)에 해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기후 지각이 친사회  침묵에 

미치는 효과가 커뮤니 이션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는 침묵에 

미치는 향에서는 그 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ure 1>을 보면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지각한 경우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높은 

집단(M = 3.44, SD = 0.75)은 낮은 집단(M = 2.91, SD = 0.73)보다 친사회  침묵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속한다고 지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낮은 집단(M = 3.47, SD = 0.77)이 높은 집단(M = 3.19, SD = 0.54)보다 친사회  침묵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1>과 <가설 1-2>를 지지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이 발언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커뮤 이션에 한 두려움이 조 , 이타  동기로부터 발 되

는 침묵에 미치는 향은 여론기후 지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소셜미디어 여론이 형성되

는 과정에서 의사를 표 함에 있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자신의 의견이 소수인지 다수인지에 한 

이성  차원의 지각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는 침묵

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커뮤니 이션 두려움 외에 독립변인 간 어

떠한 다원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가설 2-1> ~ <가설 2-3>은 기각 다.

Figure 1. Interaction between perceived opinion climate and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prosocial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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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론기후 지각과 사회  상호작용 변인(자기통제, 집단정체감)이 체념 , 방어 , 

친사회  침묵에 미치는 향을 탐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변량 주 효과는 자기통제

(F(3, 117) = 5.95, p <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발견 으나, 여론기후 지각(F(3, 

117) = 1.88, n.s.)과 집단정체감(F(3, 117) = 0.64, n.s.)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여론기후 지각의 효과가 방어  침묵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

게 발견 으며(F(1, 119) = 4.42, p < .05), 자기통제의 효과는 체념  침묵(F(1, 119) = 

4.65, p < .05)과 방어  침묵(F(1, 119) = 17.56, p < .001)에 해 유의미했다. 즉 자기통

제의 강도가 강한 경우 체념  침묵(Mhigh = 2.78 vs. Mlow = 2.48)과 방어  침묵(Mhigh = 

2.98 vs. Mlow = 2.32)도 높아지는 패턴을 보 다. 그러나 집단정체감은 어떤 침묵에도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기후 지각과 자기통제 간 다변량 이원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 117) = 2.04, n.s.). 그러나 단변량 분석에서는 친사회  침묵에 해

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 119) = 4.27, p < .05), 체념  침묵(F(1, 

119) = 0.00, n.s.)과 방어  침묵(F(1, 119) = 0.20, n.s.)에 해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기후 지각이 친사회  침묵에 미치는 효과가 자기통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

지만,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는 침묵에 해서는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Table 2>를 보면,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자기통제가 강한 집단

(M = 3.42, SD = 0.67)은 약한 집단(M = 2.96, SD = 0.94)보다 친사회  침묵의 정도가 

　 Multivariate F

Univariate F

Acquiescent 

silence

Defensive 

silence　

Prosocial 

silence　

Perceived opinion climate (A) 1.88 0.00 4.42* 1.65 

Self-control (B) 5.95** 4.65* 17.56*** 1.28 

Group identity (C) 0.64 0.20 0.90 0.59 

A × B 2.04 0.00 0.20 4.27*

A × C 3.26* 0.18 8.98** 0.60 

B × C 0.12 0.04 0.04 0.13 

A × B × C 0.78 0.00 2.01 0.16 

Note: Multivariate df = 3/117; Univariate df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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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Results of multivariate and 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odel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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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속한다고 지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통제가 약한 집

단(M = 3.41, SD = 0.53)이 강한 집단(M = 3.19, SD = 0.54)보다 친사회  침묵의 정도

가 높았다. 이는 <가설 3-1>과 <가설 3-2>의 방향을 지지하는 결과로, 친사회  침묵은 체념이

나 방어  침묵에 비해 조 , 이타  동기로부터 비롯되어 상 으로 극 인 의사표시 행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더해, 자신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그 강

도에 따라 자신이 략 으로 침묵의 수 을 선택할 수 있다는 에서 침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론기후 지각과 집단정체감 간 다변량 이원 상호작용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 117) = 3.26, p < .05). 단변량 분석에서는 방

어  침묵에 해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발견 으며(F(1, 119) = 8.98, p < .01), 

체념  침묵(F(1, 119) = 0.18, n.s.)과 친사회  침묵(F(1, 119) = 0.60, n.s.)에 해서

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기후 지각이 방어  침묵에 미치는 효과가 집단정체

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는 침묵에 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설 4-1>, <가설 4-4>, 그리고 <가설 4-5>는 기각되었다.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perceived opinion climate and self-control on prosocial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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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을 보면,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집단정체감이 낮은 집

단(M = 2.69, SD = 0.97)은 높은 집단(M = 2.14, SD = 0.76)보다 방어  침묵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속한다고 지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집단정체감이 높은 

집단(M = 2.90, SD = 0.88)이 낮은 집단(M = 2.68, SD = 0.75)보다 방어  침묵의 정도

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4-2>와 <가설 4-3>을 지지하는 것인데,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소수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집단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은 침묵보다 의견을 표 하는 략

을 택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고, 반 로 자신이 다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방어하기 

한 목 에서 침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집단정체감이 낮은 사람들은 반  패

턴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5. 결론  논의

통  매스미디어 환경과 달리 다양한 사회  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은 여론기

후 지각과 의견표명 혹은 침묵 간의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더 나아

가 수많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활동 인 소수를 제외한 다수가 의견표명 없이 타

Figure 3. Interaction between perceived opinion climate and group identity on defensive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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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하기만 하는 이른바 잠복(lurking) 혹은 무임승차(free-rider) 경향

도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ohn & Choi, 2020). 이러한 환경  특성과 추세는 침

묵의 나선 이론을 비롯한 여론 형성 과정에 한 모형의 타당성과 측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를 들어 소셜미디어 여론 과정에서 개인이 침묵하는 이유가 단순히 고립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잠복 행 의 일환이거나 다양한 환경 , 심리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침묵의 나선 이론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침

묵을 단순히 동조압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다양한 커뮤니 이션 행동 양태와 

이에 향을 미치는 환경 , 상황 , 심리  요인을 체계 으로 규명하는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발 되는 침묵의 원인에 따라 체념 , 방어 , 친사회  침묵으

로 세분하고, 다양한 사회심리  요인들이 여론기후 지각과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차별 인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견한 핵심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체념 , 방어  침묵의 정도는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논쟁  이슈에 한 타인의 의견을 하

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의견을 표 하는 행  자체에 해 극도의 불안과 두

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의견을 표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의견

을 표 했을 때 자신을 시할 수도 있다고 단해 결과 으로 침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 그 자체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  감정이므로 친

사회  침묵보다 체념 , 방어  침묵에 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사회  침묵의 정도는 여론기후 지각과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쟁  이슈에 한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을 많이 느낄 때 친사회  침묵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다

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을 게 느낄 때 친사회  

침묵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자신이 소수에 속할 때와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을 많이 

느낄 때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는 을 감안하면 자의 결과는 충분히 측 가능하며,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과의 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와 원만한 계

를 유지하기 한 목 으로 친사회  동기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자신이 다수에 속하면서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이 음에도 불구하고 친사회  침묵

을 보인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이 은 사람은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나는 사회  압력의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여론에 

조, 다시 말해 자신과 의견이 같은 다수 여론에 한 암묵  지지를 드러내는 친사회  침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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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충분히 다수의 의견과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

지만 더 이상 어떤 의견도 표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포함한 다수 여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단하여, 여론을 망하는 방식으로 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소셜미디어 여론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친사회  침묵의 정도는 여론기후 지각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검증 다. 이러한 패턴은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침묵에 미치는 향과 유사했다. 논쟁  이슈에 해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마주하는 어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친사회  

동기에서 비롯되는 침묵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자신이 소수에 속할 때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과 불편한 계를 만들지 않기 해 친사회  침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

다. 바꿔 말해 자신에 한 통제가 약한 사람은 이와 반 로 의견을 표명하여 불편한 상황을 

래하거나 다른 종류의 침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의견이 다수라고 지각하는 사람은 자신에 한 통제력이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상

으로 친사회  침묵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 다. 이는 자신에 한 통제가 강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의사를 표 하거나 침묵하는 행  자체를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략 으로 단해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자신이 세에 편승해 

있음을 보이기 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자기통제의 수 이 약한 사람은 

이러한 략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에서 여론 환경이 우호 인 상황에서만 상 으로 친사

회  침묵의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주류 여론을 형성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여론 분 기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쉽게 찰가능

하다는 이 자신를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며, 여론기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친사

회  침묵에 다른 패턴으로 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에서 여론기후 지각과 집단정체감의 상호작용에 따라 방어  침묵의 패턴

이 다른 것으로 확인 다. 자신의 의견이 다수 입장에 속하는 경우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

람들과의 유 감이 강할 때 자신과 내집단을 보호하기 한 방어  침묵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

으로 다수의 의견과 같을 때는 굳이 침묵할 이유 없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 하기 쉽

지만, 자신과 같은 입장인 사람들과의 유 감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침묵을 선택해 이견을 가

진 외집단의 비난이나 공격을 원천 으로 차단해 결과 으로 자신과 내집단의 의견이 최종 여론

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기 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자신과 같은 의견을 

지닌 사람들과의 유 감이 낮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이 다수인지, 소수인지와 무 하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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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정도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정체감이 낮은 경우에는 자신과 내집단 모

두를 해 방어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에 해 방어한다는 의미로 침묵하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사

회  이슈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론 형성과정에서 발 되

는 침묵에 향을 미치는 사회심리  변인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여론

기후 지각과 의견표명 간 연결성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 이션 두

려움, 자기통제, 집단정체감과 여론기후 지각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동기에서 발 되는 침

묵이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확장하고자 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매스미디어와 달리 자신과 직간 으로 계 맺고 있는 타인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직  찰할 

수 있고 개인이 표명한 의견에 한 타인의 반응을 살피면서 의견을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과 역동  변화양상을 면 히 찰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발화가 부재된 상태를 의미하는 침묵을 수동  행 로 바라보

지 않고 특정한 의도나 의미를 담고 있는 극  행 로 보는 시각에서 근하고, 내  동기에 

따라 체념 , 방어 , 그리고 친사회  침묵으로 세분화하여 연구의 범 를 넓히고자 했다. 단순

히 자신이 소수에 속하고 고립에 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여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발 되는 과정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과 커뮤니 이션이 발생되는 상황, 그리고 개인

의 심리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내  동기가 유발되면서 침묵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는 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셜미디어 환경은 면 면 상황과 같이 인 커뮤니 이션 과정을 수반하지만 논쟁  

이슈에 해 서로 다른 내재  동기에서 침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침묵의 동기에 따

라 능동 (방어 , 친사회 ), 수동 (체념 ) 침묵으로 나 어 본다면 면 면 상황에서 보다 능

동 인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 , 친사회  침묵의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소규모의 면 면 상황에서는 소셜미디어 환경에 비해 상 으로 사  친 감의 수

이 더 높은 사람들과 직 으로 커뮤니 이션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환경과 면 면,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침묵이 나타나는 이유를 직  비교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내재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침묵은 자유로운 의사표 의 발로이며 사회변화에 역동 으로 기여하고 있을 것

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양 송 탑 사건이라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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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체 이슈를 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이슈의 특수성에 기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논쟁  이슈라도 자신의 가치 이 개입된 윤리  차원의 이슈나 

여도가 높지 않은 이슈에 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다양한 논쟁  이슈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 축 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발화의 부재를 의미하는 침묵을 하나의 의도 , 능동  행 로 보았지

만 이러한 행 가 발생하게 되는 일련의 인과  과정과 구분하지 못했다. 태도나 행 의도가 실

제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으로 역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침묵 행 에 한 

정서  요소로서 내재  동기와 행 의도, 그리고 실제 행 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나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세 가지 유형의 침묵에 내재  동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기 

어려웠다. 후속연구에서는 침묵의 행 를 종속변인으로, 침묵의 동기를 조  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을 침묵에 두었기 때문에 

이론  자원  하나로 활용한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핵심변인인 의견표  의지에 한 논의가 부

족했다. 침묵과 의견표 을 반  는 상  개념으로 간주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침묵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 일 때 의견을 표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

다. 의견표  자체가 이 연구에서는 핵심 인 변인으로 취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이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을 활용해 의견표 과의 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

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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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침묵하는 이유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나타나는 침묵의 종류와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연구

윤수진

(한양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학과 박사과정 수료)

최진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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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나타나는 침묵의 원인에 따라 체념 , 방어 , 친사회  침묵으로 세분하

고 이에 향을 미치는 커뮤니 이션 변인과 개인의 인지  특성을 탐구한다. 먼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체념 , 방어  침묵의 정도는 커뮤니 이션에 한 두려움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

사회  침묵은 여론기후 지각과 커뮤니 이션 두려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졌다 ― 자신이 소수에 속한

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클 때 친사회  침묵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다수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반 로 커뮤니 이션 두려움이 을 때 친사회  침묵이 높아지는 패턴이 발

견 다. 이러한 패턴은 개인의 자기통제 수 과도 유사한 련을 보 는데,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

고 지각하는 사람은 자기통제가 강할 때, 다수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반 로 자기통제가 약할 때 친

사회  침묵의 정도가 높았다. 같은 맥락에서 스스로를 다수로 지각하는 경우 집단정체성이 강할 때 자신

과 내집단 보호를 한 방어  침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사회심리  특성과 여론

기후 상황에 한 인식에 따라 침묵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침묵의 바탕에 놓인 

상이한 이유는 이후 다양한 양상의 여론변화로 이어지는 단 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소셜미디어, 침묵, 여론기후 지각, 커뮤니 이션 심리, 인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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