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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nd the advent of the Smartphone, people 

have access to the internet and can work at any time and any where. These are however likely to cause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negative aspects of ICTs, the 

stress is so-called technostress. Recently, it is reported that managers tend to task order to their subordinates using 

an SNS or mobile messenger on a real-time basis after office hours or even on holiday, leading to a sharp increase 

in technostress. While previous studies of stress indicate that it is associated with the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CWB), no empirical evidence has show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CWB.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 of technostress on CWB. In addition, it seeks to cla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LMX) in this relationship. Drawing on literature regarding technostress and CWB, hypotheses are developed 

and tested with the sample of 101 using regression analyses. Results show that technostres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WB, but LMX has an in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CWB.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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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의 발달은 많은 사

용자에게 정보와 서비스 달, 공유의 효율성  편

의성을 증 시켜 주었다(Sin, 2012; Cheong and 

Park, 2005). 특히나 지 까지 가장 신 인 제품 

 하나로 평가되는 스마트폰은 기본 으로 통신기

능을 갖춘 모바일 기기에 네트워크 기능  사용

자의 복잡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애 리 이션(application)을 제공함으로써 이동

통신시장을 넘어 우리 삶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한 단순한 제품의 변화만이 아닌 련된 다양한 

랫폼, 소 트웨어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를 일

으키는 패러다임이 되었으며, 속도로 보 ․확산 

되어 2014년 1월 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천 782만 5천 8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4).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

터넷에 속하여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

게 되었으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을 이용하여 새로운 인간 계를 형성하고 사회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혜택을 리게 되었다. 그

러나 이와 더불어 라이버시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

키고 있는데, 이러한 역기능은 날이 갈수록 그 정

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장 내

에서 SNS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

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모

바일 메신  등을 이용한 업무 련 지시가 휴일 

혹은 퇴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어 직장과 사생활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등 직장인들의 고충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10월 국가인권 원회와 한국법제

연구원이 근로자 7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정보

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

면, 체 근로자의 67.0%가 휴 화나 이메일을 

통해 휴일․퇴근 이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

한 업무지시 달  확인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

은 무려 63.0%나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 하

듯 자 노동감시로 국가인권 원회에 제기되는 

민원도 2002년과 2003년 각 3건, 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169건으로 10년 보다 무려 56배나 

증가하 다(Lee, 2014).

이와 같은 업무시간 외 모바일 메신 를 통한 업

무  지시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제한하게 

하며 그 결과 스트 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 스 유형은 테크노스트 스(technostress)라

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일종의 개인의 스트 스 경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스트 스로 인한 결과는 직장 내 

반생산  과업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

havior：CWB)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반생산  과

업행동은 조직의 유효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손실을 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월 

언스트앤  한 이 직장인 3천명을 상으로 분석

한 직장인 생산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심시간

을 포함한 직장에 머무르는 9시간 30분  개인  

활동(업무 연 성이 없는 인터넷 검색, 동료와의 잡

담, SNSㆍ메신  화 등)에 1시간 54분(22.4%), 

비효율  업무에 2시간 30분(38%)을 소비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연간 

146조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im, 2013). 

즉, 개인의 사소한 반생산  과업행동으로 인한 결

과가 조직의 유효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엄

청난 경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조직은 이러한 반생산  과업행동을 불러일으

키는 다양한 원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 까지 테크노스트 스와 반생산  과업행동 

간의 계에 한 실증연구 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테크노스트 스가 최근 들어 나타나는 

상이라는 과 국내에서 테크노스트 스  반

생산  과업행동과 련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

정이라는 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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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source theory)과 경계활동(boundary work)

을 활용하여 업무시간 외 모바일 메신 를 통한 상

사의 업무지시가 직장내 개인의 반생산  과업행

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

는 것과 더불어 반생산  과업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선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사

-부하 교환 계(leader-member exchange：LMX)

를 조 변수로 설정하여 실증 으로 분석함으로서 

이론   실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가설 설정

2.1 테크노스트 스

테크노스트 스는 Bord(1984)가 그의 서에서 

‘ 질병으로서 정보기술 시 에 직면한 인간의 

정신  장애’로 정의내리면서 처음으로 소개된 개

념이다(Ayyagari et al., 2011; Jin et al., 2012). 쉽

게 말해, 이는 정보통신기술 사용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스트 스 경험으로 이해 할 수 있다

(Park and Choi, 2013).

테크노스트 스와 련된 선행연구들의 부분

은 기본 으로 테크노스트 스를 스트 스의 일종

으로 간주하고 있다(Park and Choi, 2013). 한 

테크노스트 스와 조직성과 간의 계를 실증 분

석한 연구들은 다수인 반면(Jin et al., 2012), 테크

노스트 스의 선행변수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Ayyagari et al., 2011; Yim and Han, 

2013). 한편, 테크노스트 스를 형성하는 요인에 

한 국외 연구의 경우, 기술-과부하(techno-over-

load), 기술-침입(techno-invasion), 기술-복잡성

(techno-complexity), 기술-불안정성(techno-in-

security)  기술-불확실성(techno-uncertainty) 

등의 5가지 형성요인을 제시한 Tarafdar et al. 

(2007)와 국내 연구의 경우 Park and Choi(2013)

가 기존 테크노스트 스와 련된 국외연구(Ay-

yagari et al., 2011; Ragu-Nathan et al., 2008; 

Tarafdar et al., 2007, Tarafdar et al., 2010)를 기반

으로 조직구성원 에서 기술  스트 스, 기술

-업무 스트 스, 개인 스트 스 차원 세 가지 범

주로 분석한 연구가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 스를 형성하는 요인

은 Park and Choi(2013)에서 제시한 세 가지 범주 

 개인 스트 스 차원만을 보고자 한다. 이는 테크

노스트 스를 형성하는 요인이 개인 인 측면이 많

기 때문이라는 것(Park and Choi, 2013)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 스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개인 사생활 

침해  일-가정 갈등이 야기됨으로써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반생산  과업행동

반생산  과업행동은 도, 괴  행동, 인  

공격, 근무 태만, 업무시간 낭비, 루머 유포 등과 같

은 조직 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의도 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Penney and Spec-

tor, 2002). 반생산  과업행동으로 인해 조직유효

성 감소  경제  손실이 큰 만큼 국외에서는 반

생산  과업행동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반

면, 국내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매우 제한 인 

상황이다(Han, 2008). 

지 까지 반생산  과업행동은 반사회  행동

(Giacalone and Greenberg, 1997), 작업장에서의 

거친 행동(Neuman and Baron, 1998), 작업장 내 

일탈(Robinson and Bennett, 1995) 등 다양한 용

어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반

생산  과업행동이라는 통일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Fox et al., 2001; Gruys and Sackett, 2003; 

Han, 2006, Kwag and Kim, 2010; Spector and 

Fox, 2002).

반생산  과업행동은 잠재 으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해가 되는 괴  행동으로서, 조직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근로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

다(Han, 2006). Robinson and Bennett(1995)는 이

러한 행동을 상과 행동 수 에 따라 개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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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미한 수 -심각한 수 으로 구분하여 다

음과 같은 4가지의 행동으로 분류하 다.

<Figure 1> Robinson and Bennett’s(1995) Typology 
of Deviant Workplace Behavior

2.3 테크노스트 스와 반생산  과업행동

일과 삶의 역에서 사람들은 두 역의 경계가 

모호해 질수록 두 역을 구분하려는 행동을 보인

다(Ashforth et al., 2000; Chae and Yoon, 2012; 

Nippert-Eng, 1996). 하지만 최근 정보기술을 활용

한 상사의 업무지시가 업무시간 이후나 주말, 심지

어 휴가기간에도 이어지면서 개인의 사 인 공간인 

개인생활에서 조차 계속 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

어 개인 사생활에 념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일과 삶의 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심리  활동마

 제약 당하게 되어 스트 스를 받는 정도가 심

해질 수 있다. 한 개인의 자유 시간을 충분히 즐

기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함으로서 자신의 소

한 시간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스트 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개인의 스트 스로 인한 결과는 자원보존이론에 

의거하여 직장 내 반생산  과업행동을 일으킬 소

지가 있다. 비록 테크노스트 스와 반생산  과업

행동 간의 직 인 향 계에 한 연구는 아

니지만, 최근 일부 연구들은 조직 구성원들이 경험

하고 있는 테크노스트 스가 개인의 직무만족이나 

업무성과에 실제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먼 , Tarafdar et al.(2007)의 연구에

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상으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테크노스트 스가 

개인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낮은 수 의 테크노스트 스를 경험

하고 있는 개인은 높은 수 의 생산성과 련이 

있으며, 높은 수 의 테크노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은 낮은 수 의 생산성과 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으로서 그 둘의 계가 부(-) 인 

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한 2010년 연구

에서는 테크노스트 스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는 최종사용자(end-user) 개인의 만족도  성과

에 부(-)  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Ragu- 

Nathan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인사조직연구에

서 조직유효성의 주요한 변수인 직무만족  몰입

에 부(-)  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

로는 기업에 종사하는 조직원을 상으로 연구

를 실시한 Park and Choi(2013)의 연구가 유일하

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테크노스트 스가 개

인의 직무만족  개인생산성에 각각 부(-)  

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 다.

 

H1：테크노스트 스는 반생산  과업행동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LMX의 조 효과

테크노스트 스와 반생산  과업행동 간의 계

에서 부하가 지각하는 LMX의 조 효과에 한 연

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테크노스트 스의 주된 원인이 상사의 사

생활 침해로 인해 일어나는 테크노스트 스라는 

에 착안하여, 상사와 부하 간의 일 일 계  차

원변수인 LMX에 따라 테크노스트 스가 반생산

 과업행동에 미치는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

한다. 즉, 상사와의 계가 좋을수록 테크노스트

스가 반생산  과업행동에 미치는 향을 경감시

켜  것으로 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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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다. 

H2：LMX는 테크노스트 스와 반생산  과업

행동 간의 계에서 부(-)의 조 작용을 할 

것이다.

2.5 연구 모형의 설정

에서 논의한 연구가설을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반생산  과업행동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정서  성향은 통제변수

로 설정하 다.

<Figure 2> The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 구․경북  서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상으로 직  혹

은 지인을 통한 메일을 활용하여 2014년 7월 1일

부터 8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300부를 배부

하여 145부를 회수하 다(회수율：48.3%). 회수된 

145부  휴일 는 퇴근 이후 상사로부터 업무

련 지시를 받아 본 이 없다고 응답하 거나 이에 

한 응답을 하지 않은 44부를 제외한 101부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응답자  남성

이 44명(43.6%), 여성이 57명(56.4%)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20  후반에서 30  반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한 교육 수 은 학 졸업자가 83

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혼자

(17.8%)보다는 미혼자(82.2%)가 압도 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sample

N = 101 Categories N %

Gender
male 44 43.6

female 57 56.4

Marital 
status

single 83 82.2

married 18 17.8

Age

20～25 years 4 4.0

26～30 years 63 62.4

31～35 years 28 27.7

more than 36 years 6 5.9

Education

diploma 4 4.0

college 8 7.9

bachelor 83 82.2

master 6 5.9

Type of 
Work

management/office job 51 50.5

manufacturing technical 7 6.9

service/sale 22 21.8

research/development 10 9.9

etc. 10 9.9

missing value 1 1.0

Position

staff 65 64.4

assistant manager 27 26.7

manager 6 5.9

missing value 3 3.0

Tenure

12 months 10 9.9

13～24 months 32 31.7

25～36 months 22 21.8

37～48 months 10 9.9

more than 49 months 27 26.7

3.2 측정

테크노스트 스는 Ayyagari et al.(2011)의 연구

에서 사용된 일가정 갈등  사생활 침해 항목을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총 7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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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 으며, 두 하 변수를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반생산  과업행동은 조직을 상으

로 개인이 행하는 행동으로 그 범 를 제한하여 

Aquino et al.(1999)의 측정도구 6개 문항을 사용

하 으며, LMX는 Graen and Uhl-Bien(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 항목을 활용하 다. 각 설문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부터 “매우 그

다(7 )”까지 7  척도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를 사용하 다.

3.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수 이외에 반생산  

과업행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통제변

수로서 개인의 정서  성향을 설정하 다. 이를 측

정하기 해 Watson et al.(1988)에서 사용된 정

 성향  부정  성향 각 4개의 항목을 활용하

다.

3.4 동일방법편의 검증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구성개념들은 동일한 설

문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응답자들로부터 측정되었

기에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하는 오

류 즉,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

생할 수 있다. 이에 사후 검증방법인 Harman의 단

일요인검증(Harman’s one factor test) 기법을 활

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 다. 만약 동일방

법편의가 발생하 다면, 요인분석시 고유값(eigen 

value)은 1 이상의 요인이 하나만 도출되거나 아

니면 여러 개가 도출되면 그 설명력은 한 요인에

만 집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Podsakoff and 

Organ, 1986). 체 설문문항에 한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이 5개로 추출되었으며, 

분산이 가장 큰 요인의 설명력이 약 19.05%에 그

치고 있어 측정방법에 따른 동일방법편의는 본 연

구결과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되

었다.

4. 실증분석  가설검증

4.1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우선 변수들의 타

당도를 검증하 다. 베리맥스(varimax) 회 방식

을 사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고

유값은 1 이상, 요인 재치(factor loading)는 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요인분석 결과, 연구에서 사용된 25개의 문항 

 기 에 부합되지 않는 2개의 설문문항(사생활

침해 1문항, 반생산  과업행동 1문항)이 제거되어 

23개의 문항이 채택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

시한 요인분석 결과는 설정한 모든 구성개념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이기에 각 

변수들 간의 구성개념 타당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의 내  일 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 (Cron-

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

가하 다. 일반 으로 크론바하 알 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체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Nunnally, 1967).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의 최소값이 .703으로 나타남에 따라, 변

수들은 비교  높은 내  일 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4.2 기술통계  상 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Table 3>은 연구모형에 포함

된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 계수를 바탕으로 각 변

수들 간의 련성 정도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로 설

정한 정  성향(PA)과 부정  성향(NA)의 경우, 

PA는 반생산  과업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낸 반면, NA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

(-)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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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bbr.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Leader-Member 
Exchange

LMX 2
LMX 3
LMX 1
LMX 4

.888

.826

.816

.786

-.009
.027
.020

-.153

-.226
.092
.041

-.101

-.063
.074
.153

-.131

-.009
-.072
-.039
-.023

.021

.031

.032

.218

Counter-productiveWor
k Behavior

CWB 4
CWB 3
CWB 6
CWB 2
CWB 5

-.011
-.065
.088
.014

-.333

.785

.777

.762

.710

.635

.080
-.022
-.080
.116
.409

-.132
.165

-.114
-.008
.043

.028

.042

.130

.090
-.036

.057

.009

.053

.113
-.030

Work-Home Conflict
WHC 3
WHC 2
CWB 1

-.087
-.049
.018

.111

.196
-.089

.901

.896

.842

-.088
-.057
-.131

.105

.136

.213

-.078
.023
.137

Negative Affectivity

NA 3
NA 2
NA 4
NA 1

.101
-.129
.045
.030

.063
-.145
.043

-.028

.027
-.126
-.207
.026

.828

.779

.756

.735

-.018
.038

-.054
-.108

-.084
-.040
-.100
.022

Invasion of Privacy
IP 4
IP 2
IP 3

-.044
-.033
-.080

.146

.065

.076

.100

.057

.408

-.001
-.121
-.030

.907

.906

.776

.014

.002
-.019

Positive Affectivity

PA 1
PA 3
PA 2
PA 4

.042

.096

.136
-.015

.107

.057
-.078
.130

-.003
.141
.063

-.152

-.138
-.033
.200

-.214

-.052
.009
.130

-.070

.777

.773

.725

.605

Eigen value 4.382 3.148 2.577 2.355 1.811 1.716

% of variance 19.052 13.686 11.202 10.241 7.874 7.462

Cumulative % 19.052 32.738 43.941 54.182 62.055 69.518

Cronbach’s α .860 .802 .897 .797 .875 .703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수인 반생산  과업행동에 해 테크노스트 스는 

유의한 정(+)의 상 계가 나타났으며, LMX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의 상 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4.3 가설검증

다음의 <Table 4>는 연구의 가설을 검증을 

한 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테크노스트 스의 표 화회귀계수가 .251(p 

< .05)로서 통계 으로 유의수 에서 반생산  과

업행동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테크노스트 스와 반생산  과업행동 간의 계

에서 LMX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조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조 효과 검증을 한 차에 

따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를 투입하

으며, 2단계에서는 조 변수를 그리고 마지막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간의 상호작용항

(interaction term)을 투입하 다. 상호작용항을 투

입하는 과정에서 다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곱함으로써 다 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평

균 심화(mean-centering) 기법을 활용하 다. 

한 상호작용변수는 한 차로 표 화되지 않아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 화회귀계수(β)가 

아닌 비표 화회귀계수(B)로 해석하 다(Aiken 

and Wes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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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Variable M SD PA NA TS LMX CWB

PA 4.75 0.82 1

NA 4.18 1.09 -.122

TS 3.82 1.26  .046 -.184 1

LMX 4.39 1.12  .175  .025 -.133 1

CWB 3.30 1.22  .112 -.052   .254
**

-.123 1

 
*
 p < .10, 

**
 p < .05.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CWB

β t-value p-value

PA .101 1.029 .306

NA .007  .066 .947

TS .251 2.522 .013
**

R² .075

Adjusted R² .046

F 2.610
*

 
*
 p < .10, 

**
 p < .05.

<Table 5> Results of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CWB

1 step 2 step 3 step

B t value B t value B t value

PA .152 1.029  .183 1.221  .205 1.355

NA .007 .066  .010 .091  .014 .128

TS(A) .244 2.522**  .229 2.345**  .233 2.378**

LMX(B) -.124 -1.130 -.154 -1.351

A × B -.080 -1.007

R² .075 .087 .096

△R² - .012 .010

F 2.610
*

2.282
*

2.028
*

 * p < .10, ** p < .05.

<Table 5>는 가설 검증을 한 조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3단계의 상호작

용항의 비표 화회귀계수가 -.080(n.s.)로 그 방향

성은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 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5. 연구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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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테크노스트 스가 직장 내에서 개인이 조직을 

상으로 행하는 반생산  과업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그 계에서 LMX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

기 하여 구․경북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101명의 표본을 기반으로 실증 분석

을 실시한 결과, 테크노스트 스는 반생산  과업

행동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테크노스트 스가 조직유효성에 부

(-)의 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Park 

and Choi, 2013; Ragu-Nathan et al., 2008; Tara-

fdar et al., 2007)의 결과를 추가 으로 지지해주

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크노스트 스가 반생산  

과업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 연구가 무

한 상황이라는 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테크노스트 스와 반생산  과업행동 간 

향 계에 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문헌 연구의 이

론  확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최근에 직장 장에

서 나타나고 있는 상사의 SNS를 통한 과도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한 스트 스 상을 실증 으로 분

석하고 있다는 에서 그 기여 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실무  시사 으로는 테크

노스트 스가 반생산  과업행동을 유발함으로서 

조직유효성을 감소시키는 만큼, 조직에서는 이를 

극 으로 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

다. 다시 말해, 상사의 SNS 활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부하의 테크노스트 스를 불러 일으켜 조

직을 상으로 한 반생산  과업행동으로 이어짐

으로서 궁극 으로 조직 유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

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사는 정보통신기술활

용의 장  즉, SNS의 활용이 빠른 정보교환  소

통창고 그리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 순기능만을 생각하여 이를 무 극 으로 활

용하 다가는 오히려 조직유효성을 낮추는 역기능

인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는 을 인식하여, 부

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 에서 SNS를 효

과 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한 휴일이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와 련

된 사소한 지시, 다시 말해 단 시간 안에 처리 가

능할 것이라도 그러한 업무  지시는 자제할 필요

가 있다.

조직  차원에서도 업무시간 이후 혹은 휴일에 

상사의 SNS를 활용한 연락들이나 행동들을 실제

으로 조사하여 부하의 휴일이나 개인 자유 시간

에 한 침해를 측정함으로써( 를 들어, 업무  

지시로 인해 업무를 처리 완료 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 시간  보상 혹은  보상을 가능  하

는 제도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소 한 시간 자

원을 보상해 으로서 테크노스트 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궁극 으로 반생산  과업

행동을 일 수 있는 유인(inducement)으로 기능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실무  시사 은 최근 

스마트워크나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근무하는 

부서에 우선 으로 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직  리자의 입장에

서 테크노스트 스로 인해 발생하는 반생산  과

업행동을 이기 해 단지 리자들에 한 주의 

 SNS 활동들을 제한하는 것 등과 같은 단편

인 조치들보다 더 효과 인 방안으로서 LMX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조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비록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방향성에 있어 부(-)의 조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테크노스트 스의 부정 인 향을 경

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요한 실마리를 제

공해 주고 있다고 단된다. 즉, 상사는 부하와의 

일 일 교환 계의 질  수 을 높임으로서 반생

산  과업행동을 이는데 도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과 상사는 부하들과의 계를 

정 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LMX가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는 에서(Graen and Uhl-Bien, 1995), 그러한 기

회들이 제공되기 에 상사와 부하 간의 신뢰 

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

직  리자는 부하와의 건실한 신뢰 계 형성

을 해 추가 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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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인 개

인의 정서  성향인 정  성향과 부정  성향이 

반생산  과업행동에 미치는 향이 기존 연구와

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선행연구들

은 반생산  과업행동에 있어 개인의 부정  성향

은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Chen and Spector, 1992; Fox and Spector, 1999; 

Fox et al., 2001; Han, 2004; Han, 2008), 본 연구

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반 로 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

에 해 추론해 보면, 상당 부분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문항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반

생산  과업행동과 련된 부정  성향의 특성을 

표하는 분노심이나 불안(Fox et al., 2001)과 같

은 설문문항을 반 한 것이 아니라, 다소 소극

인 성향 측면의 설문항목들을 선택함으로서 나타

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부정

 성향이라도 특성에 따라 반생산  과업행동에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다는 을 암시해 다. 

5.1 연구의 한계   제언

이상에서 논의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가설검증을 해 101개의 표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에서, 통계 으로 강건한(robust) 결과를 

얻기에는 표본 크기(sample size)가 다소 제한 일 

수 있다. 특히 LMX의 조 효과가 가설과 비록 그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도 이러한 제한 인 표본 크기와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런 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에서 표본 크기를 확 하여 분석한

다면 테크노스트 스와 반생산  과업행동 간의 

계에서 LMX의 조 효과에 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테크노스트 스로 인한 반생

산  과업행동을 경감시키는데 있어 리더와 구성

원 간의 계에 한 요성  실무 인 차원에

서의 실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조직 구성원들의 테크노스트 스가 반생산  

과업활동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종사하는 산업

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향후 연

구에서는 표본을 테크노스트 스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산업( ：IT  바이오 등과 같은 하이

테크산업)과 낮을 것으로 상되는 산업( ：섬유 

등과 같은 통산업군)으로 분리하여 반생산  과

업행동에 미치는 상 인 향의 강도를 추가

으로 분석해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 방법론  측면에서 동일한 응답자에 의한 

설문지기법을 활용한 횡단면(cross-sectional) 분

석을 실시하 기에 여 히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에서 설정한 반생산  과

업행동의 설문문항들이 응답자로 하여  민감한 부

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에서, 응답자가 사

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문에 응답을 하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한계 을 반 하여 종단 (longitudi-

nal)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생산  과업행

동에 한 Aquino et al.(1999) 이외의 다른 설문문

항들을 활용해보거나, 혹은 질  분석과 양  분

석을 동시에 활용하는 삼각기법(triangular meth-

od)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 스를 형성한 차원

을 개인 차원으로만 제한했다는 에서, 향후 연구

에서는 Park and Choi(2013)  Aquino et al. 

(1999)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  차원

이나 기술-업무  차원 등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

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직을 상

으로 반생산  과업행동에만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는 에서, 개인을 상으로 한 반생산

 과업행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 스 수 이 반

생산  과업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 변수로

서 LMX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

는 조직공정성과 같은 반생산  과업행동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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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조 효과 가능성에 

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반생산  과업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테크노스트 스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 직무스트 스와 같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 인 차원에서의 직무스트

스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크노스트 스가 반

생산  과업행동에 미치는 상 인 향 정도를 

비교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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