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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erformance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Thus,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challenging stress among the two types of stress types and

investigated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challenging stress and the performance. In particular,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job performance, which is related to in-rol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hich is characterized as extra-role behavior. Empirical results using 222 samples

of Chinese workers have showed that challenging stress had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shape of nonlinear relationship

of the challenging stress on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slightly different.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paper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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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찍이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직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ropanzano et al., 1997]. 실제로 직무 스트레

스가 관리되지 못한다면, 직원들의 신체 건강, 질병,

업무 비효율, 그리고 높은 이직률을 초래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Schaubroeck et al., 2001]. 반면, 스

트레스가 직무 수행에 대한 자극 및 동기부여적인 요

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함께 스트레스

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스트레스의

"양면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스트레스 분류에 관

한 연구들 중 Cavanaugh et al.[2000]는 도전적

스트레스(challenge stress)와방해적스트레스(hin-

drance stress) 개념을 제기하면서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 유형

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방

해적 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하여

도전적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Haar, 2006; Podsakoff et al.,

2007].

이후 긍정적 측면의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도전적 스

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도전적 스트레스

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도전적 스트레

스는 성장, 학습 그리고 목표달성에 대한 기회로 인지

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인지는 긍정적 감정을 유

발하여 긍정적 결과를 가지게 된다[Cavanaugh et

al., 2000]. 도전적 스트레스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

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

는 학자들은 직무수행과정의 기회는 긍정적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를 업무 동력으로 전환시

켜 직무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oswell,

2004; Haar, 2006; LePine et al., 2005; Podsakoff

et al., 2007; Webster et al,, 2011].

하지만 도전적 스트레스가 ‘좋은(good)’ 행동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Rodell and

Judge, 2009], 도전적 스트레스의 밝은 측면만이 지

나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연구 질문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전적 스트레스

를 경영학 분야에서 언급하는 과유불급(TMGT; Too

Much of Good Thing)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스트레스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적정 수준

의 직무 스트레스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너무

낮거나높은상황에서는오히려부정적효과가발현될수

있다고 제시하였다[Antwi et al., 2019; Jeurissen

and Nyklíček, 2001]. 물론 이전의 스트레스 연구는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않고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현상

은 아직은 연구가 미흡한 도전적 스트레스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한다. 즉, 도전적 스트레스의

경우 적정한 수준까지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강한 도전

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긍정적 효과가 감소하거나 오

히려 부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예측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전적 스트레스의 이러한 상반된 효

과를 분석하고자 스트레스의 결과요인을 직무성과 및

조직시민행동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기업의

실무자나 학계의 연구자들이 직무성과가 작업결과이거

나 작업결과가 목표를 달성한 경우라고 생각하였다. 그

러나 1990년대 이후 성과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고 관측 가능한 일이라고 제시하며 성과

가 결과가 아닌 행위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Borman

and Motowidlo, 1993; Campbell, 1990].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스의 결과요인인 성과를 균형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할 내 행동(in role behavior)인 직무성

과와 역할 외 행동(extra role behavior)의 개념인

조직시민행동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연구에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도전적 스트레스의 경우에도 그것의 수준이 지

나칠 경우 오히려 효과가 반감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

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전적 스트레스의

결과변수로 성과의 두 가지 측면인 직무성과와 조직시

민행동을 제시한 후 도전적 스트레스와의 비선형관계

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직무 스트레스 개념 및 연구흐름

2005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근로자의 자원, 능력 그리고 바람과 그 개인이 수행하

여야 할 직무 간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인 부정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Laz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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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개인이 직면한 환경과

이에 적응하는 능력간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설명하며,

환경과 자신의 적응능력에 대한 평가가 스트레스 강

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이후 Folkman and

Lazarus[1984]는인식상호이론(cognitive transac-

tional theory)에서 환경과 개인 능력간의 인지 상

호작용이 스트레스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의

환경이란 개인을 둘러싼 물리적, 심리 사회적 환경뿐

만이 아니라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요구 등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스트레스는 개인-환경의 적합성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Lee and Kim, 2016]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의 연구 흐름을 가

지고 있다. 초기의 스트레스 연구들은 직무현장에서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었

다. 일찍이 Selye[1956}의 스트레스 반응이론(stress

response theory)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의 개인은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 나타남을

강조하였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강화되어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성과가 감소한다

고 설명한다. Vroom[1964]은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

는 개인은 작업현장에 대한 지각이 협소하게 되며 이

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부정적 성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

스가 무의식적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 이는 성

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McCauley et al.[1994]에 의하여 스트레스

의 긍정적 영향이 언급되면서 스트레스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스트레스의 긍정적 영향이

란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이러한

자극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의 긍

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는 스트레스

의 ‘양면성’에 관한연구들이 진행된다[Cooper, 1998;

Robbins and Reddy, 1996; Summers et al.,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의 원인 및 효과에

따라 스트레스를 세부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

과 함께 진행되었다. Robbins and Reddy[1996]와

Cooper[1998]의 연구들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분류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종류에 따른 효과의 차이점을

언급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Cavanaugh et al.

[2000]은 도전적, 방해적 스트레스 개념을 제기하면서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스트레스와직무성과관계의불일치현상을설명

하며, 도전적 스트레스는 적극적인 업무성과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방해적 스트레스는 소극적인 업무

성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Cavanaugh et

al, 2000].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스트레스는 직원

들의 직무태도와 직무성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도전

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직무성과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

고 인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이며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방해

적 스트레스는 직원들이 일에 저항과 반감 심리를 일으

켜 직원들의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직무 스트레스와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그 효과를 파

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Yang et al., 2017; Yuan et al., 2014]. 도

전적 스트레스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서는 도전적 스트레스를 방어적 스트레스와 비교하여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전적 스트레

스의 내재적 동기부여는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발하

게 하여 결국 직무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LePine et al.[2004]은 696명을 대상으로 방해적,

도전적 스트레스와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

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도전적 스트레스는 학습성과

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방해적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

운 것은 두 유형의 스트레스 모두 소진(exhaustion)

과 학습동기에 의해 부분매개 되는데, 두 유형 모두 학

습성과와의 관계에서 소진이 부분매개가 되면 성과가

유의하게 감소된다. 반면 학습동기가 부분매개되는 경

우에는 도전적 스트레스는 학습동기를 유의하게 증가

시켜 성과에 긍정적인 반면 방해적 스트레스는 학습동

기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학습성과에 유의한 부적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odell and Judge[2009]은 도전적 스트레

스의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며

도전적 스트레스가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의

긍정적영향이없을것이라는주장을하게된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여전히 스

트레스 유형과 성과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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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전적 스트레스의 긍정적

효과와 별도로 비선형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2.2 도전적 스트레스와 성과간의 비선형관계

도전적 스트레스란 작업업무의 완성과 개인의 발전

에 적극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한다[Cavanaugh et

al., 2000]. 즉, 개인의 직무성과 및 성장에 긍정적인

의미로 인지되며 이 스트레스가 일단 극복되면 높은 성

취감을 가져올 수 있다. Cavanaugh et al.[2000]

의 연구에 의하면 도전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

로 높은업무량, 시간 압박, 높은 수준의책임감과 같은

자극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종업원

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된다면 개인적 성

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은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예 : 노력, 스트

레스 요인 관리)으로 이어지는 열망과 자신감 같은 긍

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의 실증분석에서는 도

전적 스트레스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과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전적 스트레스와 성

과 간의 관계가 선형의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에 대해서 Rodell and Judge[2009]는 도전

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본 논문의 가정과 일맥상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비선형적 관계는

두 변수간의 관계가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선형관계에

대한결합형태로이해할수있다[Muse et al., 2003].

이러한 주장을 기존의 조직행동 분야의 이론들과 연관

하여 도전적 스트레스와 성과와의 관계를 좀 더 분석해

보고자한다. 첫째, 인식상호이론(cognitive transac-

tional theory)[Lazarus, 1966]에 의하면 스트레

스는 개인이 처한 환경과 자신의 상황을 인지, 평가하

고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 가 인지한 후 자신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을 거치면

서 피드백에 따라 재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이론을 바탕으로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을 인지한 개인

은 스트레스 요인 및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평가하며 수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한번 결정되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인 피드백과 재평가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스트레스 요

인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직무요구-통제모형(job demand-control

model)[Karasek, 1979]에 따르면 직무에서 요구

되어지는 수준이 자신이 통제가능하다고 인지된다면

동기부여적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으나 직무 요구수준

이 증가하여 자신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면, 이

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도전적

스트레스는 개인이 동기부여적 요인으로 인지하게 된

다면 이는 개인의 태도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과도하게 증

가하게 되면 이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행동과 성

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적자원관리와 조직행동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TMGT(Too much good thing)의 개념을 적

용할 수 있다. 흔히 역 U자형의 곡선을 유발하게 되는

TMGT는 항상 100% 좋은 것은 없다는 개념이다. 일

반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에서 이익을 줄 것이라 기대되

는 다양한 요인들이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즉 역

U자형에서는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Kim and Bae, 2018;

Pierce and Aguinis, 2013]. 좀 더 구체적으로 파

악하며 어느 시점까지는 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가 긍

정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 시점이 지나게 되

면 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

다는 것이다. Kim and Bae[2018]는 TMGT에 대

하여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한자어로 볼 수 있다

고 제시하며, 모든 일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

라고 설명하고 있다. TMGT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인적자원관리와 조직행동론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효능감[Le et al., 2011], 변혁적 리

더십[Eisenbeiß and Boerner, 2013] 그리고 LMX

[Kim and Bae, 2018]에 관련한 TMGT 효과를 파

악한 연구들이 있다.

이와 유사한 이론 모델로서 Warr[1990]는 비타민

모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원복지의 비타민과

의 유사 성격을 지적하며 직원복지와 성과 간의 관계

에 대한 역 U자형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비타민에

대한 인체 반응의 유추를 적용하면 업무 특성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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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타민이 부족

하면 건강이 나빠지지만, 비타민 섭취가 늘면 건강이

좋아진다. 하지만 비타민 섭취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우리의 건강은 떨어질 것이라 제안한다. 이는 긍정적

인 요인이라도 일정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부정적인 요

인으로 변환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연구 모델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전적 스트레스와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도전적 스트레스가 일정 정도까

지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유발하여 긍정적 효과를 나타

낼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후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도

전적 스트레스의 긍정적 효과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과와 함께 직무 외 성

과인 조직시민행동을 도전적 스트레스의 종속변수로

파악하고자 한다.

3.2 가설설정

3.2.1 도전적 스트레스와 직무성과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적절한 자기개발 욕구를 제

공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개인

의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켜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고 제안한다[Ryan and Deci, 2000]. 그러나

개인을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조직에의 참여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성과는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도전적 스

트레스 요인이 자신의 개발 및 성장요구를 자극하여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경우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긍

정적 성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반면에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이 과도한 자

원을 배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되게 되면 이는

부정적 긴장과 정서를 유발하게 되어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지금까지 도전적 스트레스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비선형적 관계로 실증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전적 스트레스 개념의 하

위개념이나 유사개념들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전적 스트레스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가설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 네 가지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과업 복잡성

과 직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Liu and Li[2012]의 실증 분석 결과, 과업 복잡성

과 직무성과간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가 아닌 역 U자

형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과업 복잡성은 정보 부하, 정

보 다양성 또는 업무 변화 속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Campbell, 1988]. 과업 복잡성은 업무에 대한 업

무 수행의 흥미와 내재적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

나 반면에 과업의 복잡성이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탐색하기 위한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불규

칙한 변경도 과업 복잡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 한다[Liu and Li, 2012].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직무 복잡성이 어느 정도에 다다를 때까

지는 직무 복잡성이 도전감, 열의 등의 감정상태를 유

발하여 직무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지만, 직

무 복잡성이 적정 수준을 넘어 더욱 증가하게 되면 복

잡한 직무로 인한 다양한 정보의 투입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과업의 복잡

성은 직무성과와 역 U자형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도전적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인 직무요구

(job demand)와 직무 참여(job participation)

간의 관계에 관한 비타민 모델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Warr, 1990]. 비타민 모델에 의하면, 비타민은 생

존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지만 일정정도의 기준치를 넘

어가게 되면 불필요하거나 심한 경우는 부작용이 나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의 직무요구는

동기부여를 상승시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

발하게 된다. 다양한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정도

가 점차 증가되면 이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동기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참

여도는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업무에

대한 참여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셋째, 도전적 스트레스에서 언급하는 도전은 불확

실성과 긴장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의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Ma et al., 2017]. 도전의 내

용인 높은 직무 요구는 내재적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

게 되면 이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을 이끌어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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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rgang et al., 2011]. Ma et al.[2017]의

도전과 내재적 동기부여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

두 변수간의 관계는 역 U자형 곡선으로 나타남을 확

인 하였다. 역 U자형 곡선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 당면한 도전의 증가는 내재적 동기부여 수준의 증

가로 이어지지만, 그 정점을 지나게 되면, 도전의 증가

가 내재적 동기부여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넷째, Rodell and Judge[2009]에 의하면, 도전

적 스트레스는 경각심, 집중력, 결단력 등의 긍정적 감

정 상태인 주의력(attentiveness)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과 목표달성과 같은 자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새로운 과제나 임박한 마감일 등 당면한 도전 스

트레스 요인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목표는 달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이때반드시고려하여야하는것은스트레

스를통한감정의유발이다. Weiss and Cropanzano

[1996]은 감정 유발은 작업장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주

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전적 스트레스를 통한 긍정적

감정유발은 작업장에서의 집중력을 높이고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도전적 스트

레스를 통한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감이 발생하는 경우

의 행동은 회피와 탈출로 나타날 수 있다[Monat and

Lazarus, 1991].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드

는 자극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회피는 스트레스를 줄이

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협을 점차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oth and Cohen, 1986]. 예

를 들어 복잡성과 책임감이 큰 직원은 불안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전 스트레스 요인은 “좋은”

행동에만 관련되고, 장애 스트레스 요인은 “나쁜 행동”

에만 관련된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따른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Rodell and Judge, 200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부

터 긍정적인 내재적 동기부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스트레

스 요인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이를 통한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여 작업현장에서의 회피 등의 행동이 나

타나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도전적 스트레스와 직무성과간의 관계

는 비선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도전적 스트레스와 직무성과는 비선형적 관

계를 가질 것이다.

3.2.2 도전적 스트레스와 조직시민행동

Organ et al.[2005]에 따르면 조직시민행동(Or-

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이하 OCB)

는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아닌 조직이나

동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재량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보상체계가 없으며 직접 또

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전적 스트레스와 OCB간의 관계가

비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이러한 예

측은 다음 세 가지의 이론적, 실증적 논리에 근거한다.

첫째, OCB 선행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로부터 도

출한 논리이다. 도전적 스트레스는 기분 좋은 긴장감과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된다. 기존의 OCB 연구들에

서는 긍정적 정서의 유의한 연관성에 관하여 실증 분석

하였다. Organ and Ryan[1995]은 기존 OCB 연

구 55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한 결과 직무태도가

OCB의 주요 선행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즉, 직무만족

이 높을수록 OCB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

의 결과는 직무만족이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혹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 정서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종업원

들의 기분이나 정서가 OCB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긍정적 정서가 OCB의 선행

요인임을실증분석하는연구들이진행되었다. Williams

and Shiaw[1999]는 다양한 산업과 조직 그리고

지위에 있는 13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기분

(mood)이 OCB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Isen[1984]에 따르면,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선택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양한 선행 연구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조직시민행동에 더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을증명했다[Ilies et al., 2006; Rodell and Judge,

2009].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전적 스트

레스를 통한 긍정적 정서는 OCB와 유의한 관련이 있

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의 도전적 스트레스와 OCB간의 비

선형적관계에대한실증연구가미흡하기 때문에도전적

스트레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한 이전 연구



제27권 제6호 도전적 스트레스와 성과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연구 21

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도전적 스트레스와의 긍정적

정서 형성, 업무 수행에 자발적 참여를 위한 내재적 동

기부여 등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조화열정

(harmonious passion)과 OCB간의 관계이다. 조

화열정이란 자신이 좋아하고, 본인에게 중요한 업무

활동에 자발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자 하는

강한 성향을 의미한다[Vallerand et al., 2003]. 자

신의 일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 과정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며 바탕에는 긍정적인 정서가 유

지된다. Astakhova(2015)는 자원보존이론을 기반

으로 하여 조화열정과 OCB간의 비선형적관계를실증

분석하였다. 개인과 조직 사이의 자원 교환의 균형이

필수적이며 개인이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고 유지하려

는 노력을 한다는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Hobfoll

2001], 이 균형이 깨질 위험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투

자하는 자원의 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설명한다.

일에 대한 열정은 업무에서 규정되어지지 않는 업무

외적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자

한다[Astakhova, 2015]. 즉, 조화열정이 높을수록

개인은 타인을 돕거나 조직에 자발적인 기여를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증가시키게 된다. 하지만, 과

도하게 OCB에 관여하면서 비과업의 책임감(non-

work responsibilities) 또한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한 갈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 개인은 일과 비과업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

는 것은 조화롭게 열정적인 개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

에[Vallerand et al. 2003] OCB에 덜 참여함으로

써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려

고 할 것이다[Astakhova, 2015].

셋째, 매우 미흡하기는 하지만, 도전적 스트레스와

OCB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도전적 스

트레스는 긍정적 긴장감을 통한 긍정성(pleasant-

ness)과 열의(engagement)로 조직시민행동과 긍

정적 관계가 있음이 주장되어 왔다. 도전적 스트레스

를 통한 긍정적 긴장감을 보유한 개인은 주변의 도움

이필요한동료들에게좀더많은관심을갖거나, 새로운

회사 정책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자

기꺼이 노력하게 된다[Ilies et al., 2006]. 그리고

그 이후 Rodel and Judge[2009]의 실증분석결과

에서는 도전적 스트레스가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

고 반생산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전적 스트레스를 특정 감정상태와

연결하여 행동유형 결과를 검증하면 유발되는 감정

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연구결과가 검증되었다.

도전적 스트레스가 긍정적 상태의 감정을 형성하게

되면 조직시민행동은 유발되어지지만, 도전적 스트

레스가 불안감을유발하게되면반생산적행동을유의하

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dell and Judge,

2009]. 즉, 도전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전적 스

트레스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 도전적 스트레스와 조직시민행동은 비선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4.1 자료 수집 및 변수의 측정

가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

해에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8일

부터 3월 31일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22개의 설

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는 도전적 스트레스, 직무성과

및 조직시민행동이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척도로 구

성하였다. 도전적 스트레스는 해당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Cavanaugh et al.[2000]이 개발한 4개 설

문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나는 일하는 동안 시간의

압박을 느낀다.”, “나는 현재 내 직급이나 직책에 수반

되는 책임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등이다. 직무성과

(job performance)는 Kim and You[2002]의 연

구를 참고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맡은 직무를 항상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

한다.”, “나는 동료에 비해 탁월한 직무수행을 보인

다.”,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잘한다는 소리를 부서 사

람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시

민행동은 Pearce and Gregersen[1991]의 연구

를 참고하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표적으

로 “나는 과업 완수를 위해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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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나의 업무는 아니지만 나는 신입사원이 조직

이나 과업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나의 업무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업이나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편이다.” 등이다.

이러한 변수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였다. 분석에 반영된 통제변

수는 연령, 성별, 고용형태, 근속연수이다. 성별의 경

우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고용을

준거집단으로 한 더미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측정도구의신뢰도와타당도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신뢰도의 경우 측정도구별 Cronbach’s alpha

값이 도전적 스트레스는 .762, 직무성과는 .821, 그리

고 조직시민행동은 .826으로 모두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당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는 <Table 1>과 같다. 핵심변수의 개별문항을 모두 포

함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세 개

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세 개 요인은 각각 총분산의

41.46%, 13.27%, 9.74%를 설명하여 전체변량의

64.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표본의 특성 및 기초통계량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유사하며

연령의 경우에는 40~49세 사이가 전체 표본 중 가장

높은 37%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

규직 직원이 82%로 비정규직 18%보다 매우 높은 편

이다. 전반적으로 고용형태들 제외하고는 표본이 특정

집단에만 편중되는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도전적

스트레스는 직무성과 및 조직시민행동과 모두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인다(r=.54, r=.40, p < .001). 또한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r=.50, p < .001).

Variable Mean SD 1 2 3 4 5

1. Age 2.36 1.02 -
2. Employment Type 0.82 0.38 -.14* -
3. Gender 0.49 0.50 -.01 .17* -
4. Challenge Stress 3.94 0.73 .02 .07 -.07 -
5. Job Performance 3.73 0.74 .03 .04 .03 .54*** -
6. OCB 3.53 0.78 .13+ .05 -.04 .40*** .5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ote) +p < .10, *p <. 05, **p < .01, ***p < .001.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OCB_4 0.927 0.127 0.17

OCB_2 0.904 0.138 0.193

OCB_1 0.617 0.396 -0.111

OCB_3 0.595 0.198 0.33

Job performance_2 0.182 0.781 0.168

Job performance_3 0.152 0.757 0.268

Job performance_1 0.191 0.721 0.198

Job performance_4 0.189 0.7 0.354

challenge stress_3 0.238 0.145 0.782

challenge stress_4 0.083 0.167 0.766

challenge stress_1 0.12 0.263 0.671

challenge stress_2 0.063 0.22 0.653

Eigen value 4.975 2.796 1.388

% of total variance 41.46 13.27 9.74

Cumulative % of
variance

41.46 54.73 64.47

<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Frequency
(number)

Percentage
(%)

Gender
Male 108 48.6
Female 114 51.4

Age

20~29 61 27.5
30~39 49 22.1
40~49 83 37.4
Over 50 29 13.1

Employment
Type

Regular 183 82.4
Non-Regular 39 17.6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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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 검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모델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전적 스트레스의 일차항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도전적 스트레스의 이차항은 유의한 음

의 값을 보이기 때문에 비선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Variable
Job Performance

Model 1 Model 2 Model 3

Age
0.03
(0.05)

0.02
(0.04)

0.03
(0.04)

Gender
0.03
(0.10)

0.07
(0.09)

0.08
(0.08)

Employment
Type

0.04
(0.14)

-0.01
(0.11)

-0.01
(0.11)

Challenge Stress
(A)

0.55***

(0.04)
0.43***

(0.05)

A×A
-0.24***

(0.03)

R2 .01 .30 .35

F 0.27 23.37*** 22.81***

df 3,218 4,217 5,216

Δ R2 .30 .05

F for Δ R2 92.32*** 14.69***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Job Performance

Note) +p < .10, *p <. 05, **p < .01, ***p < .001.
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standard errors.

가설 2는 도전적 스트레스와 조직시민행동간의 비

선형관계이며,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의 모델 3을 보면 도전적 스트레스의

일차항은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도전적 스트레스의

이차항은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가진다. 이를 통해 도

전적 스트레스와 조직시민행동간의 비선형 관계에 대

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통제

변수중에서는 연령이조직시민행동에긍정적인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사항이다.

비선형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비선형 관계를 <Figure 1>로

표현하였다.

Variable
OCB

Model 1 Model 2 Model 3

Age
0.14*
(0.05)

0.13*

(0.05)
0.14*

(0.05)

Gender
-0.05
(0.11)

-0.02
(0.10)

-0.01
(0.09)

Employment Type
0.08
(0.14)

0.05
(0.13)

0.04
(0.12)

Challenge Stress
(A)

0.39***

(0.05)
0.24***

(0.05)

A×A
-0.30***

(0.03)

R2 .03 .17 .24

F 1.83 11.45*** 13.92***

df 3,218 4,217 5,216

Δ R2 .15 .07

F for Δ R2 30.34*** 19.8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n OCB

Note) +p < .10, *p <. 05, **p < .01, ***p < .001.
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standard errors.

<Figure 1> Nonlinear Effect of Challenge Stress 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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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전적 스트레

스에 대한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비선형 관계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에 대한 해석과 논의는 결

론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기존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트레

스와 그 영향은 동서양간의 연구 결과가 차이가 있음

을 검증하였으며, 중국 상해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

터 가장 빠른 직무 스트레스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본 논문의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연구 대상으로 설정

하여분석하게 되었다[Jackson et al., 2007, Ya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도전적 스트레스가 개인성과의 두

가지 측면인 역할 내 행동과 관련된 직무성과 그리고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

존 연구들에서 스트레스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관계

를 규명하고자 비선형관계로 가설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설과 동일하게 도전적 스트레스는 직무

성과 및 조직시민행동과 비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선형의 형태는 종속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직무성과의 경우 도전적 스트레

스가 높아짐에 따라 완화된 긍정적 관계(attenuated

positive relationship)를 보이는 반면에 조직시민

행동은 변곡점을 지나 절대적인 수준이 감소하는 형태

를 보였다. 이것은 역할 내 행동인 직무성과와는 달리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

의 경우 높은 도전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전적 스트레스가 직무성과 및 OCB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직무 스트

레스 연구들[Cavanaugh et al., 2000; Sargent

and Terry, 1998]은 직무 스트레스를 단일 개념으

로 측정하여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혹은 직무

스트레스를 방어적 스트레스와 도전적 스트레스로 분

류하여 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다[Antwi

et al., 2019; LePine et al., 2005; Podsakoff

et al., 2007]. 반면에 본 연구는 도전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직무성과 및 역할 외 행동인 OCB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도전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고찰을하였다는의의가있다. 특히도전적스트레

스와 OCB와의관계에대한연구는해외연구의 Rodell

and Judge(2009) 외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파악된다.

둘째, 도전적 스트레스와 직무성과/OCB와의 비선

형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도전적 스트레스가 과하게 되

면 순기능적 효과가 감소함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측면

이다. 단일 요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성과와의 관계는

부정적 관계[Monat and Lazarus, 1991] 또는 역

U자형 관계[Lee and Kim, 2016; Muse et al.,

2003; Sullivan and Bhagat, 1992]로 연구되어

오다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방해적, 도전적 스트레

스로 분류하며, 방해적 스트레스는 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 반면 도전적 스트레스는 긍정적 영향의 순

기능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

요인이 과하게 주어지게 되면 동기부여요인으로의 순

기능이 과도한 긴장감과 부정적 정서의 형성으로 성과

에 부정적 영향으로 전환되어짐을 파악함으로서

Pierce and Aguinis(2013)이 언급한 조직 요인 중

긍정적 요인의 TMGT 효과를 도전적 스트레스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도전적 스트레스가 성과 유형에 따른 영향력

이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도전적 스트레스와 직

무성과 및 OCB와의 관계가 비선형의 특성을 나타낸

것은 유사하나 비선형 형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도

전적 스트레스가 일정 정도를 넘어가면 직무성과에

비하여 OCB에서의 감소가 더욱 확연히 나타나게 됨

을 알 수 있다. Somers and Brinbaum(1998)와

Diefendorff et al.(2002)은 역할내 성과와 OCB

에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역

할 내 성과는 종업원의 외부요인에 의하여 제약을 받

는 반면에 OCB는 종업원 스스로의 통제에 영향을 받

게 된다고 설명한다[Chughtai,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전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개인

의 자원을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투자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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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B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전적 스트레스와 성과와의 관계가 비선형관계를 나타

내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도전적 스트레스는 내재

적 동기부여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전적 스트레스가 종업원들에게 주어질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및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나 도전적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되면 OCB는 감소하

는 효과가 있으므로 더욱 고려하여야 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는 부정

적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도

전적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도전적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보유 자원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자원 손실의 위

기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

황에서의 자원이 보충될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이 필요

하리라 시사한다. 예를 들어 상사 지원 등의 사회적 자

원의 보완이나 인사관리 시스템 상의 지원은 도전적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내는 지점을 좀 더 늦

추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한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 방향

본 연구결과의 한계점과 향후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 측면에서 동일방법편의 및 인과관

계의 모호성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설문

은 동일 응답자가 모든 설문항목을 응답함으로써 동일

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독립과 종속변수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추후 연

구에서는 자료의 원천이나 응답자를 보다 다양하게 가

져감으로써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시차를 두고 자료를 측정함으로써 인과관계

에 대한 보다 엄격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전적 스트레스의 주효과 검

증에 초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전적 스트레스의 비선형 효과

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등을 향후 연구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보

다 대상을 확대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중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

가 간 특성이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 및 다른

국가 직장인들을 표본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분석을 진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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