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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유머대처 및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대처와 유머스타일,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유머대
처와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유머대처척도
(CHS), 유머스타일 척도(HSQ),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S)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에서 정적상관관
계를 보였다.
둘째,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머스타일 중 순응적 유머와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비순응적 유머와 심리적 안녕
감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머대처와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머대처는 심
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머스타일 중 순응적 유머가 심리
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유머대처, 유머스타일,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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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간 생활은 편리해졌고 물질은 풍요해졌
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인 생리적 욕구는 충족되었지
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오는 불안, 긴장으로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불균
형 된 삶을 살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입학이라는 어려운 관문
을 통과했지만, 입학 후에는 새로운 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많은 과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
다.
국내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무시된 주입식 학교교육 등
을 받고 성장하였고, 대학 입학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감과 진로 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해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위협받고 있다(이진환, 김태희, 2001).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겪는 학업부담, 새로운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성문제, 진로문제 등의 당면
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
인 삶의 행복감, 즉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bel(2002)의 연구에서는 유머 감각이 증대되면 자부심 수준이 증대되며 역기능적인 자가 평
가 기준이 감소되고, 인지되는 스트레스와 근심 및 의기소침의 수준이 낮아져 보다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되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는 적절한 유머 사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Martin과 Lefcourt(1983)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 정도와 유머감각 및 유머대처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대처수단으로 유머를 사용하는 유머대처 점수가 높은 집단은 기
분장애가 낮게 나타나 유머가 스트레스 완충(buffer)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머를 대처방
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방식을 선택했을 때보다 공격성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Thorson & Powell, 1993).
국내에서의 유머에 대한 연구는 유머감각과 이론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유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유머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뒤늦게 시작되었다. 유머스타일은 서구에서도 근래에
들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Martin과 그의 동료들은(2003) 자신을 고양시키면서 심리적으로 해
가 되는 유머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머를 개념화하고 이를 HSQ(Humor Style
Question)로 측정하려 했다. 유머스타일은 인생에서 이치에 맞지 않고, 부조리한 부분을 웃음
으로 받아들이고 역경이나 스트레스 앞에서 조차 유머러스한 조망을 갖는 자기 고양적 유머
(self-enhancing humor),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공격적 유머(Aggressive humor),

적대적이지 않

으며, 대인관계 응집성을 증가시키고 호감을 증가시키는 관계적 유머(Affiliative humor), 자신
을 무시하고 정서적 욕구를 억제하며 과도하게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기 파괴적 유머
(self-defeating humor)(Martin et al., 2003)의 하위요인을 가진다.
Freud(1962), Allport(1961), Maslow(1954), 그리고 Vaillant(1977)는 건강한 심리적 기능에서
유머의 변별적인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유머가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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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떤 유머스타일을 사용하느냐와 관련 있으므로 유머의 구분이 필
요함을 지적했다. 인지적 발달에서 유머의 완성은 12세 정도에 일어나며 이때는 보다 독창적이
고, 자발적이며, 성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유머에 도달하게 된다(Tamashiro, 1979; McGhee,
1979). 이 시기에 유머의 의도성을 이해하게 되며, 사회적이나 개인적인 동기로 유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Nicole, 1981). 그러나 인지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대학생
들의 유머 사용은 분명 성인과 구분되며 발달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Patric, Oppliger
& Dolf Zillmann, 1997). 그들은 세상에 대한 조소와 비판을 즐겨하며 새롭고 특이한 것을 추
구한다(Ruch, McGhee & Hehl, 1990). 또한 분노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Buchanan, Eccles &
Becker, 1992), 공격적이거나 특이한 형태의 부정적 유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유머 사용은 질적인 측면에서 성인, 아동과 다르며, 삶의 많은 도전들에 대한 적응기제로서 유
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머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시기와 성인기로 가기 전 과도기, 즉 대학생
시기의 유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적응기술이자 사회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추상적
추론이 가능하다(송명자, 1995). 청소년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며, 어떤 추상적인 사상과 결합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Ruch, McGhee & Hehl(1990)가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넌센스(nonsense) 유머와 부조화 해결이 포함된 유머 자극을 제
시했을 때 청소년기에서 재미있다고 하는 반응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시기에 특히
더 추상적이고 추론적인 유머를 즐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혐오적이
고, 조소적, 공격적, 성적인 유머를 즐겨하며 추상적인 유머를 즐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유머 사용은 아동 및 성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곽수진,
2005; 이재선, 2005)는 미흡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다룬 연구들은
외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이 주로 이루어져왔다(김남희, 2005; 이은우, 2006; 김경순 2006; 김기형, 2006, 이창선, 2006).
따라서 대학생들의 유머 사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
로 유머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xon(1980)은 유머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Martin
과 Lefcourt(1983)의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유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긴장, 분노, 피로, 혼란을 나타내는 점수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머와 대처의
상호작용이 나타는데, 유머감각이 많은 사람은 문제 중심 대처이든 정서 중심 대처이든 어느
대처를 사용하든지 우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머감각이 적은 사람은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우울하기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정,
1994).
황명숙(1992)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를 조사
한 결과, 유머감각이 높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지는 않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유머수
준이 높을수록 문제 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유머는 성격 변인 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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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함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 개방성이 높다. 긍정적 기제로서 유머는 자아존중감, 낙관주의, 심
리적 안녕감, 친밀감, 사회적 지지와 높은 상관이 있다. Fredrickson(1998)은 부정적인 정서 대
신에 긍정적인 정서가 편협한 사고를 순간 확장시키며, 긍정적인 정서가 인지적인 활성화를 돕
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는 반복되는 일상의 행동도식에서 참신하고, 창의적
이고 예기치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머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순간적으로 생각의 고리를 확장하고 이러한 확장은 자기효능감을 높여 문제를 향해 도
전하고 경험하며 해결방법을 찾도록 촉진한다고 하였다.
Abel(2002)의 연구에서는 유머감각이 증대되면 자부심 수준이 증대되며, 역기능적인 자기평
가 기준이 감소되고, 인지되는 스트레스와 근심 및 의기소침의 수준이 낮아져 보다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되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Matin과 동료들
(2003)은 유머 사용동기와 그 기능을 4가지 유머의 종류에 대해 변별하고, 그 중 자기 고양적
인 유머와 관계동맹적인 유머가 우울, 불안, 적대감과 부적상관이 있는 반면, 공격적인 유머와
자멸적인 유머는 우울과 불안, 적대감과 정적 상관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Kiper 등(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기존의 유머감각의 순응적 요소가 높아진 자부심, 감소된
의기소침, 근심의 수준 및 긍정적 자가 능력 판단 등과 연계되는 촉진 효과를 특정 가설과 일
치되게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며 비난적인 유머 등의 자기 중심적 유머
의 부적합성 요소는 예견되는 해악적 요소를 보여 주며, 낮아진 자부심, 증대된 의기소침, 근심
및 자가 능력 판단의 감소 등과 연계되는 이들 특정 요소의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된다. 떠한 자
기가 아닌 남에게 집중하는 즉, 공격적이며 유치한 유머감각의 두 가지 부적합한 형태는 개인
적 웰빙과는 무관하다고 보고하였다. 강연미(2005)의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유머인 사회적 유머
와 자기확장 유머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적응적인 유머와 자기확장 유
머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유머 스타일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고, 적응적인 유머는 적응유연성개념에서 보호요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곽수진(2005)의 연구에서는 유머 수
준이 높으며 자멸적 유머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유머 수준이 낮고 자멸적 유머를 적게
사용하는 청소년들보다 적대감이 높았고, 유머 수준이 높으면서 자멸적 유머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도 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멸적 유머의 사용이 적대감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지지해준다고 하였다.
김정민(2007)은 유머는 부정적인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더라도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촉진하
고, 스스로 불쾌한 정서로부터 기분 조절을 하도록 도와 반추로부터 유발되는 우울한 기분을
중립화한다고 하였다. 이는 유머가 유연성을 증가하고 확산적 사고와 관련되어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끔 하기 때문인데, 더 유머러스할수록 지각의 변화가 빈번히 일어나고 이 변화가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기분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머는 우울한 기분이 들더
라도 상황의 부조화를 순간적으로 지각하면서 즐거움이나 웃음을 동반하는 조망의 확대를 촉
진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머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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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유머대처 및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밝히고,
유머대처와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유머대처 및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 및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명을 제외한 240명의 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
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 42명(17.5%), 여학생 198명
(82.5%)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00명(41.7%), 2학년 107명(44.6%), 3학년 24명(10.0%), 4학
년 9명(3.8%)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성

학년

빈

도

백 분 율

남

42

17.5

여

198

82.5

1학년

100

41.7

2학년

107

44.6

3학년

24

10.0

4학년

9

3.8

240

100.0

계

2. 조사 도구
1) 유머대처
유머대처를 측정하기 위해서 Martin과 Lefcourt(1983)가 개발한 CHS(Coping Humo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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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황명숙(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HS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
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 대처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Martin과 Lefcourt(1986)의 연구에서 신뢰도인 Chronbach α값은 .60-.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 α값은 .757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유머스타일
유머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 Martin 등(2003)이 개발한 유머스타일 척도(HSQ)를 이재선
(2005)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순응적 유머와 비순응적 유머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조사

결과, 전체 유머스타일은 Chronbach α값은 .759였으며, 하위영역에서 순응적 유머 .812, 비순응
적 유머 .62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yff(1989)가

개발한

PWBS(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2001) 등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으로
는 자율성,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의 6개 영역으로 구
분되어 있으며,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조사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Chronbach α값이 .939였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자율성 .771,
환경통제력 .748, 개인적 성장 .687, 삶의 목적 .793, 긍정적 대인관계 .851, 자아수용 .859로 나
타나 전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유머대처 및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머대처와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단순회귀분석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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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그리고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 중 자율성과 환경지배력
그리고 삶의 목적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그리고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과의 관계에
서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유머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개인적 성장과 긍정적 대인관계 그리고 자아수용도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계수가 .40이하로 나타나 다소 낮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구분

유머
대처

자율성

.018

환경 지배력

.082

개인적 성장

.197

.459

삶의 목적

.083

.487

긍정적
대인관계

.183

자아 수용

.276**

전체

.178

**

**

**

자율성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
수용

**

.548

**

.463

**

.671

.371

**

.459**
**

.721

**

**

.601

**

.534

**

.501

.487

.695**

.513**

.628**

.845

.754

**

**

**

**

.833

.504**
**

.746

**

.823

p<.01

2.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응적
유머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그리고 하위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순응적 유머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그리고 자율성과 삶의 목적이라는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순응적 유머와 환경통제력 그리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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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장 간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유머스타일 중 순응적 유머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비순응적 유머
와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순응적 유머를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되는 반면, 비순응적 유머를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순응적 유머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긍정적 대인관계에서는 상관계
수가 .4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제시된 부분에서는 상관계수가 .40
이하로 나타나 상관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다소 낮은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표 3>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구분

순응적
유머

비순응적
유머

.156

자율성

.213

환경 지배력

.226

개인적 성장

.460

삶의 목적

.287

긍정적
대인관계

.452

자아 수용

.352

심리적
안녕감

.435

비순응적
유머

자율성

환경
지배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
관계

자아
수용

*

**

-.155

*

**

-.159

**

-.160

**

-.213

*

.548

**

*

.459

**

.487

**

.463

**

.671

**

.501

**

.513

**

-.101

.371

**

-.098

.459

**

**

-.191

**

.721

**

**

.601

**

.501

**

.513

.754

**

**

.487

**

.628

**

.833

.754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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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

.746

**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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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머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유머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머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 중 유머대처는 3.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나 다소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비록 다소 낮은 설명력이라고 하나 유머대처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 유머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유머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2

adj R2

심리적 안녕감

유머대처

1.184

.178

2.651

.032

.027

**

F

7.030

**

p<.01

2)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
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응적 유머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
향을 주는 반면, 비순응적 유머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순응적 유머와 비순응적 유머라는 유머스타일의 설명력은 25.6%로 나타나 높
은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순응적 유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반면, 비순응적 유머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유머스타일에 있어서 비순응적 유머 사용을 순응적 유머 사용으로 전환시키도록 함
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표 5>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순응적

심리적 안녕감

유머
비순응적 유머

***

B

β

t

1.877

.483

8.043

-1.488

-.27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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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2

2

R

adj R

F

.263

.256

3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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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유머대처 및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머
대처와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머대처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에서 정적상관관
계를 보였다. 따라서 유머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개인적 성
장과 긍정적 대인관계 그리고 자아수용도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머스타일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머스타일 중 순응적 유머와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비순응적 유머와 심리적 안녕
감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머대처와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머대처는 심
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머스타일 중 순응적 유머가 심리
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언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유머대처와
순응적 유머스타일의 사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대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유머대처 능력과 순응적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 대학 내 유머
동아리 활동, 유머관련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편성 등의 방안으로 유머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TV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 유머 중 상당수가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 되어 오히
려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학생이 순응적 비순응적 유머
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유머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 대학생 스스
로가 유머를 효과적으로 선택,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초, 중
,고 대학생과 성인을 구분한 연령별 유머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교육기관과 담당자에게 보급
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학습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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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he Coping with Humor and Humor Style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Lee, Jae-Seon․Min, Hyun-Ki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ponse to humor and humor style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then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coping with
humor as well as humor style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is objective, 240
students attending to the universities in Capital Metropolitan Area were sampled to
make a research on how to deal with humor, the humor style and the varia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 well as the effects of coping with humors and humor style
o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group.
The result showed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result of examining on the relation between coping with humors, there were
static correlations in the overall psychological well being and coping with humors, as
well as in the sub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 being, such as personal growth,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acceptance.
Second, the result of examining on the relation between humor style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there was a static correlations between adaptive humor among humor styles
and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but on the contrary, a negative correlation has
appeared between non-adaptive humor and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Finally, the findings from studying on the effects of coping with humors as well as
humor styles o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coping with humors had a positive effect
while the adaptive humor among humor styles had a definit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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