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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의사결정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 기업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을 통해 의사결정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356명의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SPSS v.25와 AMOS v.2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 중 도전적스트레스는 의사결정품질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방해적스트레스는 의사결정품
질에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기업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은 모두 의사결정품질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도전적스
트레스와 방해적스트레스는 기업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을 통해 의사결정품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의 도전요인이 의사결정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기업네트
워크와 흡수역량이 의사결정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결론을 논의하고 시사점 및 후
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직무스트레스, 도전적스트레스, 방해적스트레스, 기업네트워크, 흡수역량, 의사결정품질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how the job stress of enterpriser affects decision quality 
when they make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to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decision quality can 
be enhanced through corporate network and absorption capacity. For this purpose, 356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small business enterpriser and analyzed using SPSS v.25 and AMOS v.24. Studies 
have shown that among job stress, challenging stress has positive(+) influence on decision quality, 
disturbing stress has negative(-) influence on decision quality, and both corporate network and 
absorption capacity have positive(+) influence on decision quality. In addition, challenge stress and 
hindrance stress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decision quality through corporate 
network and absorption capacity.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hallenge factors of job stress had 
a positive effect on decision quality, and confirmed that the corporate network and absorption capacity 
were important factors in enhancing decision-making products. As such, conclusions we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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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시대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서 기업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의사결정을 경영자 혼자 결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경영자가 감수하여야 한다[1]. 

그 외에도 경영자는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전략을 수
립하며 직원들을 동기부여 시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핵심적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자의 역
할이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게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2]. 

이처럼 중요한 업무와 책임감 때문에 경영자는 다른 
종류의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
게 된다[3]. 이런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경영성
과 저하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직무스트레스 연구들
은 대부분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다루어 왔다. 
그러나 Cavanaugh, Marcie A. & Wendy R. 
Boswell(2000)[4]에 의해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새로
운 분류가 제시되면서 직무스트레스의 긍정적 영향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
스의 긍정적 영향을 포함시켜, 도전요인과 방해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품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영자의 의사결정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
업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을 들 수 있는데, Xue Yang, 
Huan Wang & Xin Gu(2020)는 네트워크의 특성인 관
계 강도 및 관계품질이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흡수역량의 지식획득능력, 지식소화능력, 지식적용
능력은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 
즉,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
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
과 자원의 확대 그리고 그 외부의 정보, 자원을 흡수하고 
재구성 및 활용하는 것은 의사결정품질을 높이는데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도
전적요인과 방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이 요인들이 의사
결정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기업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이 의사결정품질

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의 설정
2.1 이론적 배경

2.1.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의 중요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기회 및 제약으로부터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제대
로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라 할 수 있
다[6]. Hunter & Thatcher(2007)는 직무스트레스를 직
무와 관련된 요인들뿐 아니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7].

기업의 경영자가 실제 경영환경에서 받게 되는 경영자
의 직무스트레스는 다양하다. 경영자는 기업의 운명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혼자 결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1]. 그러므로 단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완벽주의에 가까워
지려고 노력하게 된다[8].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첫
째, 직무의 누적과 끊임없는 요구 둘째, 역할 수행 시 시
간의 부족 셋째, 다양한 요구들에 적절한 대응 넷째, 즉각적 
주의를 요구하는 뜻하지 않는 일들의 위협등이 있다[9].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초기 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
향에 대해 연구되어왔으나 Cavanaugh, Marcie A. & 
Wendy R. Boswell(2000)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도전
적스트레와 방해적스트레스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4]. 
도전적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의 능력이 증가하고 개인의 성장과 미래의 발전을 가져
다 줄 수 있다는 직무요구로 평가되며 업무강도, 시간의 
압박, 업무의 높은 난이도, 일에 대한 책임 등이 이에 속
한다. 또 다른 하나인 방해적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과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무요구로 평가
되며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조직 내 정치, 관료적 형식
주의가 이에 속한다[10]. 

그 후로 진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도전적스트레스는 직
무만족을 높임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직무태도와 직무활
동을 이끌어 내었고[11], 방해적스트레스는 직무저하 또
는 직장에서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12]. 이렇듯 두 가지의 요인이 구성원 
간의 직무성과 및 몰입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
를 보였다.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도전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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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요인과 방해적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해외
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게 현실이다.

2.1.2 기업네트워크
Rickne(2006)는 기업네트워크를 외부의 다양한 자원

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성과를 올릴 수 있
는 조직 간의 연결이라 정의하였고[13], Dollinger & 
Marc J(2008)은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해 상호 협력적 
관계라는 정의와 경영성과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핵심자
원의 공유 및 합의를 네트워크라 정의하였다[14].

현재와 같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나 타인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외부
자원을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네
트워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15]. 또한, 기업들과의 
많은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으로 시장 환경에 대한 다양
한 정보수집과 자원의 확대, 경쟁우위 기반구축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우위의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하여야 한다[16]. 

2.1.3 흡수역량
흡수역량은 기업이 외부로부터 지식, 기술, 자원, 정

보, 등을 습득하고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잠재적 역량과 외부로부터 습득된 지식, 등을 활용가능 
하도록 변형 및 응용하는 실행적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17]. 이런 흡수역량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
시키는 것이 기업의 능력을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며 장기
적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8].  

흡수역량은 기업의 기본적 자원과 지식흡수역량과의 
상관관계에서 기업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 영향
을 주며[18], 기업의 조직 간 관계에서 도출된 무형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재창출 능력으로[19] 우수한 
흡수역량은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의 성과를 높
일 수 있다[20].

2.1.4 의사결정품질
의사결정이란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하고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의 대안을 평가 및 
선택하는 행위이다[21]. 이런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대
안으로 Kahneman, D. & Egan, P(2011)는 조직관점에
서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2]. 이러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부적절하고 낮은 
의사결정 확률을 줄임으로써 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낮추
고 경영성과를 높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23]. 그러므로 기업의 의사결정품질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2 연구가설의 설정
2.2.1 직무스트레스와 기업네트워크
직무스트레스중 도전적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몰입에 

도움을 주는 반면, 방해적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몰입을 감
소시며[24], 좀 더 성장하고 목표를 이룩하고자 하는 마
음속에서 겪는 스트레스인 도전적스트레스가 높은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업무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25]. Hoang(2003)의 연구에 의
하면 경영자의 활발한 네트워크는 잠재적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서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6]. 

즉, 도전적스트레스 요인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
음에서 겪는 책임감과 도전의식이 강한 경영자는 더 많
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주변 협력 업체들과 소통하
고 융합하기 위해 더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반대인 방해적스트레스 요인은 네트워크 
활동을 저조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도전적스트레스는 기업네트워크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방해적스트레스는 기업네트워크에 부(-)의 영
향을 줄 것이다

2.2.2 기업네트워크와 흡수역량
기업네트워크의 특성 중 네트워크의 크기, 네트워크의 

중심성 및 관계품질은 기업의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5], 네트워크의 연결 강도와 다양성이 개인 창
의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흡수역량이 매개되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28]. 윤재우(2018)의 연구에서도 네트워
크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조직원일수록 높은 흡수역
량을 보였다[23].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해가는 과정에
서 흡수능력이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활발한 
네트워크는 높은 흡수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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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기업네트워크는 흡수역량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2.3 직무스트레스와 의사결정품질
경영자는 기업경영을 위하여 기업 내 자원을 관리하

고, 인적자원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하
여 기업성과를 높여야 하고[29], 사업의 기회를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동기 부여시켜 조직이 추구하
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핵심적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2]. 이러한 중요한 업
무에서 받게 되는 직무스트레스 중 도전적스트레스는 좀 
더 성장하고 목표를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도전적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업
무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고[25], 도전적스트레스 상황에
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면 업무에 
더욱 몰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였다[24]. 그
렇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책임과 의미를 부여하여 직무몰
입과 동기부여를 향상시킬 수 있고[30], 수준 높은 업무 
능력은 의사결정품질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방해적스트레스는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에 부정
적 영향을 주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31].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도전적스트레스
로 인한 동기부여와 직무몰입은 의사결정품질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고, 그와는 반대인 방해적스트레스는 의사
결정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도전적스트레스는 의사결정품질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방해적스트레스는 의사결정품질에 부(-)의 영
향을 줄 것이다.

2.2.4 기업네트워크와 의사결정품질
Simatupang(2005)는 기업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한 

시너지로 기업이익이 확대된다고 하였고[32], 김윤미 & 
정동섭(2014)은 조직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활동은 조직
의 협력과 의사결정품질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33].   Zahra & George(2002)의 연구 역시 조직간 활
발한 네트워크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고 밝혔다[17].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기업네트워크는 의사결정품질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2.2.5 흡수역량과 의사결정품질
개인의 흡수역량은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34], 흡수역량을 통한 지식활용
은 개인의 업무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및 의
사결정에 도움이 되어 업무프로세스를 향상시킨다고 하
였다[35].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흡수역량은 의사결정품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상기와 같은 가설로 <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의 변수와 조작적 
정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맞게 선정 및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3.1.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도전적스트레스와 방해적스트레스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4], 도전적스트레스는 좀 더 성장하
고 목표를 이고루자 하는 마음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업무강도, 시간의 압박, 업무의 높은 난이도, 일에 대한 
책임 등으로 보았고, 방해적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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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달성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로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조
직 내 정치, 관료적 형식주의로 보았다[10]. 직무스트레
스 측정은 Cavanaugh, Marcie A. & Wendy R. 
Boswell(20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9문항(도전적스트
레스 5문항, 방해적스트레스 4문항)으로 구성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7점)’ 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1.2 기업네트워크
본 연구에서의 기업네트워크란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

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로 기업 간 핵심자
원의 공유 및 합의라 정의하였다[13,14]. 이를 위한 측정
은 이재희 & 조상미(2015)[36]의 연구를 바탕으로 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7점)’ 까
지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1.3 흡수역량
흡수역량이란 외부로 부터 얻은 지식과 정보 등을 활

용하여 가치를 재해석 및 변형하여 상업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Zahra & 
Geroge(2002)[17], 손인배 & 허철무(2017)[37]의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행적 흡수역량으
로 나누고, 6문항(잠재적 흡수역량 3문항, 실행적 흡수역
량 3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1.4 의사결정품질
의사결정이란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하고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의 대안을 평가 및 
선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21], 본 연구는 Chang & 
Wang,(2011)[38]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의사결정품질
로 재분류 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5문항으로 구성
하여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02월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800부(온라인 
500부, 오프라인 3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회수된 
486부(온라인 439부 , 오프라인 47부) 중 비경영자와 불
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56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 타당도분석은 SPSS 
v.25를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 연구모
형 검증은 AMOS v.2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경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Sortation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Gender male 263 73.9
female 93 26.1

Age
30 - 39 23 6.5
40 - 49 140 39.3
50 - 59 170 47.8
Over 60 23 6.5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23 6.5
College 40 11.2
University 170 47.8
Master degree 79 22.2
Ph.D. graduate 37 10.4
etc 7 2.0

Business field

Manufacturing 63 17.7
Service industry 114 32.0
Distribution/wholesal
e and retail 65 18.3
IT/Knowledge Se 76 21.3
etc 38 10.7

Employment 
scale

(Person)

1 person Corp 62 17.4
less than 114 32.0
less than 5~10 74 20.8
less than 10~20 57 16.0
less than 20~50 24 6.7
Over 50 25 7.1

Corporate 
career
(year)

less than 1~5 65 18.3
less than 5~10 69 19.4
less than10~15 62 17.4
less than15~20 65 18.3
less than20~25 53 14.9
Over 25 42 11.7

Sales
(hundred 
million)

less than 1~5 149 41.9
less than 5~10 57 16.0
less than 10~30 71 19.9
less than 30~50 27 7.6
Over 50 52 14.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r

4.2 신뢰도 및 수렴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척도(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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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신뢰도 및 수렴타당도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2
와 같다.

Variable Questio
n Average SE Chronbach

-α CR AVE
Hindrance 

stress 2 3.84 1.33 .86 .85 .74
Challenge

stress 5 5.26 1.15 .89 .86 .57
Corporate
network 4 5.46 1.04 .89 .89 .68

Absorption 
capacity 6 5.23 1.01 .90 .90 .62

Decision quality 5 5.37 .97 .92 .92 .70
Reliability : α>0.7, Composite reliability(CR): CR>0.7, Mean variance 
extraction value: AVE>0.5

Table 2.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Analysis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Chronbach-α)가 0.7 이상
이면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Table 2에서 각 변
수들의 신뢰도 계수(Chronbach-α)를 보면 모두 0.7 이
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할 때 
복합 신뢰도(CR)는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0.5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39].

Table 2에서 각 변수들의 복합신뢰도(CR)가 모두 
0.7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모두 0.5 이상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를 측정한 도구(설문지) 및 측
정 방법은 신뢰도 및 수렴 타당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
다고 할 수 있다.

4.3 판별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설문지)의 타당도 분석을 위

하여 수렴 타당도와 함께 판별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Variable Hindrance
stress

Challenges
tress

Corporate
network

Absorption 
capacity

Decision 
quality

Hindrance 
stress .86

Challenge
stress .43 .75

Corporate
network .41 .45 .82

Absorption 
capacity .42 .39 .57 .78
Decision 
quality .48 .41 .54 .60 .83

The diagonal is the square root value of AVE.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판별 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과 변
수들의 상관계수들을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다. 평균분석
추출(AVE) 제곱근 값이 변수들의 상관계수 값보다 크면 
판별 타당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들의 상관계수 값보다 
대각선상의 평균분산추출(AVE) 제곱근 값이 크기 때문
에 이 연구의 척도(설문지)에 대한 판별 타당도는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4.4 경로 분석결과 및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선행연
구를 고찰한 결과, 업력, 고용규모, 매출액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
였다.

Hypo 
thesis Path Coefficie

nt T Result

1  Challenge stress
→Corporate network .45 9.43*** Adoption

2  Hindrance stress 
→Corporate network -.20 -5.93* Adoption

3  Corporate network 
→Absorption capacity .58 13.36*** Adoption

4  Corporate network  
→Decision quality .25 5.89*** Adoption

5  Absorption capacity
→Decision quality .40 8.66*** Adoption

6  Hindrance stress
→Decision quality -.24 -6.10*** Adoption

7  Challenge stress
→Decision quality .18 4.09***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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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Path Analysis

Table 4의 경로 분석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경로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설이 채택되었다. 연구모형
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Goodness of 
fit χ²(CMIN)p GFI NFI CFI RMR RMSEA

Measured 
value 57.06*** .94 .88 .88 .00 .19

χ²(CMIN)p>.05, GFI≧.80∼.90, NFI≧.80∼.90, CFI ≧.80∼.90, RMR
≦.08, RMSEA≦.08

Table 5. Model suitability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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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의 검증결과와 같이 GFI는 .94이며 NFI는 

.88, CFI는 .88로 분석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시 절대 적
합 지수인 RMR은 .00, RMSEA는 .19로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아래 Fig. 2와 같다.

*p<.05, **p<.01, ***p<.001Fig. 2. Verification of Research Model

Fig. 2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도전적스트레스는 기업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주
며, 방해적스트레스는 기업네트워크에 부(-)의 영향을 주
었다. 기업네트워크는 흡수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고, 
의사결정품질에도 정(+)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흡수역
량은 의사결정품질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4.5 흡수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흡수역량은 기업네트워크

와 의사결정품질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흡수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 하였다. 
AMOS의 부트스트랩을 실시하고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Sortation Corporate
Network Decision quality

Corporate
Network

Total effect - .53***

Direct effect - .29***

Indirect effect - .24***

Absorption 
capacity

Total effect .57*** .43***

Direct effect .57*** .43***

Indirect effect - -

Table 6. Verification of Absorption Capacity Mediation 
Effect

위 Table 6의 매개 분석결과를 볼 때 기업네트워크가 
흡수역량을 통해 의사결정품질에 영향은 주는 총효과는 

.53(p<.001)이었다. 이를 분해하면 기업네트워크가 의사
결정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는 .29(p<.001)이었으
며 간접효과는.24(p<.001)이었다. 따라서 흡수역량은 기
업네트워크와 의사결정품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의사결정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기업네트워크와 흡
수역량을 통해 의사결정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정된 가설에 대한 분
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도전적스트레스는 
기업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방해적스트레스
는 기업네트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기업
네트워크는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도전적스트레스는 의사결정품질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반면, 방해적스트레스는 의사결정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업네트워크와 흡수
역량은 의사결정품질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좀 더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
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겪는 도전적스트레스 요인은 기업
들 간의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역할갈등,  관료적 형
식주의 등과 같은 방해적스트레스 요인은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저조하게 하고, 의사결정품질도 떨어지게 하
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자가 받는 직무스트
레스 상황에서 활발한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높은 흡
수역량은 경영자의 의사결정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들에
게 내재된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에는 의사결정품질을 좌
우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
째, 의사결정품질에 직무스트레스라는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한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
이다. 셋째, 기존의 부정적인 의미의 직무스트레스를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도전적스트레스와 부정의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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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해적스트레스로 분류하여 검증하였다. 이는 긍정적 
영향은 증가시키고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경영자의 도전적스트레스와 방해적스트레스는 의사
결정품질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 요인은 
증가 시켜 의사결정품질에 반영하는 반면, 방해적 요인이 
파악되면 제도 보완 및 교육을 통하여 방해적 요인을 줄
임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네트워크와 흡수역량
은 의사결정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 경영자들은 경
영자 연합회 등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주고, 흡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그
러나 1인 기업과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받는 
직무스트레스의 강도나 종류는 다를 것이므로 이를 고려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경영자를 대
상으로 진행된 연구인만큼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경
영성과 및 비재무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
여 추후 진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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