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담 학 연 구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 Vol. 10, No. 3, 1757-1768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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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부대내에서 부하가 지각하는 1차 직속상관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이 부하의 군생활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육군에서 복무중인
병사 557명이며, 연구도구로는 유머감각, 유머스타일, 군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
료분석은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부하가 지각하는 직
속상관의 유머감각은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유머선호가 유머생성에 비해 높
은 설명력을 가졌다.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중 순응적 유머는 부하의 군생활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순응적 유머는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
순응적 유머가 순응적 유머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군 리더십
과 관련하여 갖는 의의 및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머감각, 유머스타일, 군생활, 적응, 직속상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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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을 대상으로 한 그의 후속 연구(2008)에서는 부하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이다. 이를 위해

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공감능력이 직속상관에

군대의 리더는 군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한 친밀도 형성과 부하자신의 군생활 적응에

군의 전투력을 육성 및 유지하고, 유사시 국가 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박경환(2005)이 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리더십의 방향은

연구에서는 상급자의 올바른 공감과 직면이 하급

리더가 부하를 대상으로 일방향 위주로 영향력을

자의 적응과 잠재력 발휘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행사하는 활동이 아닌 리더와 조직구성원(상관,

된 바 있다.

부하, 동료)이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조직의 발전

한편 군대의 리더가 준거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과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위해서 공감이나 직면이외에도 유머를 자주 사용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다(육군 본부, 2008).

하는데, 주로 부하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관

특히 리더가 부하에게 행사하는 여러 가지 영향

계형성을 위해 격려나 직면의 상황에서 유머를

력1)중에 리더 개인의 품성에 기초한 준거적 영향

활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하에게

력은 리더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

“요즘 잘 지내고 있니?”라는 말을 진지하게 말하

성원의 태도와 사고, 가치와 신념에 변화를 가져

기 부담스러울 때, 웃으면서 “똑바로 하고 있나?”

온다. 즉,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 사랑을 많이

라고 상급자 나름의 유머를 사용하여 격려하고자

받는 리더일수록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행사하고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존경과 복종, 태도

군대에 10년 넘게 몸담고 있으며 느껴본 바를 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

하자면, 상급자 입장에서는 관심과 격려의 마음으

의 내면적 변화는 자발적인 동기를 지속적으로

로 사용한 유머이지만 받아들이는 부하입장에서

형성하여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타인의 영향력이

는 공격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상급

없는 상태에서도 그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자가 유머감각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측면뿐만 아

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성원과의 친밀한 대인관계

니라, 상급자가 어떤 유머를 사용하느냐도 유머의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의 자질은 어떠

효과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급자의 유

한 것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군이 추구하는 리더

머를 부하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십 계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유머의 양면성에 관하여 Kuiper 등(2004)은 유머를

준거적 영향력과 관련된 리더의 자질에는 우선

순응적 유머와 비순응적 유머로 구분하여 유머의

부하와의 친밀감 형성능력, 공감, 직면능력이 있

스타일을 밝힌 바 있다. 즉 유머는 자신을 방어하

는데, 구남웅(2002)은 직속상관과 부하와의 친밀도

며 충격을 완화시켜 주거나, 상호간 및 사회적 관

형성이 부하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

계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반

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육군 병사 300명

대로 자신을 파괴하거나 사회적 및 상호 관계를

1) 공식적인 직위에 기초한 강제적․합법적․보상적
영향력과 리더 개인의 노력과 계발에 의해 나타나
는 준거적․전문적 영향력이 있다(육군본부, 2008).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문희(1983)는 어떤 내용의 유머든
지 이를 유머로서 지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최소

- 1758 -

구남웅․최태산 /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과 부하의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유머를 지각할 수

Lefcourt, 1995; 김영희, 1999), 대인관계와 리더십

용자가 유머의 내용과 숨어있는 뜻과 상황을 지

(안재영, 2007)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긍

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머

정적인 생각과 문제에 대한 적응능력에 긍정적인

로서의 가치가 발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영향을 미친다(Abel, 2002)고 밝혀진 바 있다. 하지

지금까지 유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보고식의 유머에 대한 연구(이재선, 2005; 곽

만 군대에 대한 연구중에서는 유머에 관한 연구
를 찾아볼 수 없었다.

수진, 2005; 안재영, 2007; 김정민, 2007)들이 대부

따라서 군에서도 유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분이고, 지각된 유머에 대해서는 박옥순(2004)이

며, 특히 유머가 리더십 발휘에 어떠한 작용을 하

초등학교 6학년 7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초등

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학교 아동이 지각한 교사 유머수준이 학급풍토에

에서는 부하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리더인 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 외에는 찾

속상관의 유머가 부하의 군생활 적응과 어떠한

아보기 어려웠으며, 특히 군대에 대한 연구중에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봄으로써 군 리더십

는 지각된 유머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발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하지만 최근 군 리더십에 대한 연구에서는 리더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

의 영향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은 리더십 발

과 같다. 첫째,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

휘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

감각이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육군본부, 2008)고 하였으며, 실제 육군에서는

둘째,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이

2008년에 부하로 하여금 리더의 리더십을 측정하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게 하는 리더십 효과성 진단을 시도한 바 있다.
즉, 리더가 발휘하는 다양한 영향력들은 구성원이

방 법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느냐로 그 효과성을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남웅(2008)의 연구에서도
부하에게 지각된 직속상관의 공감능력이 부하의

연구대상

군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대상에는 강원도 동부, 중부, 서부지

또한 군대에서도 유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역에 소재한 각 1개의 보병대대, 경기도 소재 1개

어, 교관들이 강의시에 주의 집중과 학습능률 향

보병연대, 전라도 소재 1개 보병대대, 부산 소재

상을 위해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1개 보병대대까지 총 6개 부대에 각각 100매씩

회의전에도 웃음체조라는 이름으로 유머를 사용

질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된 588부의 답변자료 중

하여 함께 웃으며 분위기를 밝게 한 후 회의를

에서 불성실답변자료 31개를 제외하고 557부가

실시하는 등으로 유머의 긍정적 효과와 중요성을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 대상 병사의 연령은

인식하고 있다. 실제 유머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최소 18세에서 최대 26세로 평균 20.8세(SD=1.11)

통해서도 유머가 인간의 건강(Fry, 1994;Abel, 2002;

였다.

Kirsh, Kuiper, 2003; Godfrey, 2004; Kuiper 등, 2004)
과 스트레스 대처(황명숙, 1992; Kuiper, 1995;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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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의 유머감각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의 구성은

본 연구에서의 직속상관의 유머감각은 ‘부하가

4개로서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 의지, 직책 및 직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으로 정의하고, 이

무만족, 조직환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를 측정하기 위하여 Thorson과 Powell(1993)이 개발

다.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한 MSHS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다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

면적 유머감각 척도)를 이재선(2005)이 번역해서

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측정된다.

사용한 척도 중에서 부하가 직속상관의 유머감각

신태수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

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발췌․수정하여 측정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

에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이며, 하위변인은 유

치도(Cronbach α)는 .95였다.

머생성과 유머선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자료처리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유머감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신뢰도(Cronbach's α)는 유머생성은 .918, 유머선호

Windows용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는 .824였다.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

하였고, 직속상관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 군생

본 연구에서의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은 ‘부하

활 적응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로 정의하고,

신뢰도 검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Martin 등(2003)이 개발한

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유머스타일 척도(HSQ)를 이재선(2005)이 순응적

실시하였다. 셋째,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관계적 유머, 자기고양유머)와 비순응적 유머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이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공격적 유머, 자멸적 유머) 등 2개의 요인이 적절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

한 것으로 확인한 연구의 결과에서 부하가 직속

석을 실시하였다.

상관의 유머스타일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발
췌하여 사용하였다. 총 12개 문항이며, 각 문항에

결 과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각 항목이 평가된다. 이 척도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순응적 유머 .759, 비순응적 유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 군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머 .815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군생활 적응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38～.65로

군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Stuffer(1949)가 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중 비순응

작한 군 생활 적응 검사를 이윤희(1963)가 번역하

적 유머와 다른 변인간에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

고 신태수(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추가 및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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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 군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1

2

1. 유머생성

1

2. 유머선호

.869

***

1

***

.736

***

-.572

3. 순응적 유머

.752

4. 비순응적 유머

-.525

5. 심신의 상태

3

***

.530

***

***

.548

5

6

7

8

***

-.495

***

.456

***

1

***

-.497

.380

-.407

.561***

1

7. 직책 및 직무만족

.568***

.590***

.504***

-.517***

.687***

.638***

1

***

***

***

***

***

***

.746

9. 군생활 적응(총점)

***

.638

***

.648

***

1

.463

.613

9

1

.456

.610

***

4

6. 임무수행 의지

8. 조직환경에 대한 태도

***

***

(N = 557)

.523

***

.549

-.590

.706

***

***

-.597

.799

.642

***

.790

***

1

***

.942

.890

***

1

***

p<.001

표 2. 직속상관의 유머감각이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속변인

독립변인
유머선호

군생활 적응 총점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 의지

4.21

.38
.31

1.23

***

.55

***

.35

***

.23

***

.46

.44

유머선호

.28

유머생성

.11

유머선호

.63

***

1.97

***

유머선호

1.09

유머생성

.62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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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4***

.227

***

.59

.24

***

.313
.213

.39

.28

***

R² 변화량

.025

.014

***

***

.76

유머생성

.299

235.46

149.10

***

유머선호

.445

***

***

.23***

1.16

***

219.49

125.41

.27

***

.420

397.09

***

***

.19

R²
***

***

***

.36

F

***

***

유머선호

유머선호

.65

***

2.49

유머선호

***

***

유머생성

유머선호

조직환경에 대한 태도

***

유머선호

유머생성

직책 및 직무만족

β

B

***

.348

***

.363

***

.375

***

.402

293.70

.014

***
***
***

.61

156.11
330.64

.014

***

.34

***

.32

184.66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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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이 부하의

22.7%, 직책 및 직무만족에 36.3%, 조직환경에 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 태도에 40.2%의 설명력을 가졌다.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이 부하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이 부하

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중다회

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2에서와 같이
유머선호, 유머생성이 순차적으로 투입된 모형이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이 부

산출되었다. 표 2에 의하면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

하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중다

상관의 유머감각은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통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3에서와 같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이 비순응적 유머, 순응적 유머가 순차적으로 투

머감각은 군생활 적응에 44.5%의 설명력을 가지

입된 모형이 산출되었다. 표 3에 의하면 부하가

며, 이중 유머선호가 42%로 2.5%인 유머생성에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은 부하의 군생

비해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

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유

으로 나타났다.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은 부하의

머감각은 심신의 상태에 31.3%, 임무수행 의지에

군생활 적응에 44.2%의 설명력을 가지며, 이중 비

표 3.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이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군생활 적응 총점

심신의 상태

독립변인

태도

-.43

***

.34

-1.76

순응적 유머

2.17

비순응적 유머

-.25

비순응적 유머
순응적 유머

조직환경에 대한

***

비순응적 유머

비순응적 유머

직책 및 직무만족

-.60

-2.44

비순응적 유머

***

-.35

***

-.25

***

.442

***

.247

***

.305

***

.166

217.04

***

180.72

-.50

.29

***

.356

303.90

***

-.36

.22

R²
***

***

***

-.41

120.97
109.91

-.29

72.39***

.208

***

***

-.52

***

.268

***

-.36

***

.33

***

.349

***

-.59

***

.348

***

.419

-.44

순응적 유머

.64

비순응적 유머

-1.19

***

147.37

***

294.16

-.44

***

.31

.98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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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

.042

***

***

-.86

.058

***

.24***

비순응적 유머

.086

***

***

.32

R² 변화량

***

***

-.18

-.64

순응적 유머

***

***

비순응적 유머

비순응적 유머

F

***

비순응적 유머

순응적 유머

임무수행 의지

β

B

.081

***
***

198.44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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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적 유머가 35.6%로 8.6%인 순응적 유머에 비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머

해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선호가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것으로 나타났다.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보였다. 박옥순

특히, 직속상관의 비순응적 유머스타일은 부하

(2004)의 교사의 유머 수준이 높게 지각될수록 학

의 군생활 적응 하위변인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생들이 서로 우호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업성취에

미쳤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직속상관의 유머

힘쓴다는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도 직속상

스타일은 심신의 상태에 30.5%, 임무수행 의지에

관의 유머 수준이 높게 지각될수록 부하의 임무

20.8%, 직책 및 직무만족에 34.9%, 조직환경에 대

수행 의지와 조직환경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아

한 태도에 41.9%의 설명력을 가졌다.

진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
서 군부대에서 부하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유머감각이 필요하다.

논 의

둘째,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
은 부하의 군생활 적응의 하위변인 모두에 통계

본 연구에서는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감각 및 유머스타일이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유머스타일중 순응적 유머는 부하의 군생활 적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비순응적 유머는 부적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로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첫째,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의

같은 연구결과는 관계고양적인 순응적 유머는 신

하위변인인 유머생성과 유머선호는 부하의 군생

체적, 심리적 건강에 유익하며 긍정적 자기개념을

활 적응의 하위변인인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 의

가지게 하고, 공격적이고 자기파괴적인 비순응적

지, 직책 및 직무만족, 조직환경에 대한 태도 모

유머는 심리적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는 Krish와

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Kuiper(2003), Kuiper(2004)의 연구결과와 이재선

나타났다. 특히, 유머감각중 유머선호가 유머생성

(2005)의 순응적 유머는 삶의 태도와 사회적 건강

에 비해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매우 높은 영향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비순응적 유머는 신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유머

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삶의 태도 등 건강의

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모든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준다는 Fry(1994), Abel(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하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군대에서 리더의 비순

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유머감각 수준뿐만 아

응적 유머 사용의 근절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교

니라, 지각된 유머감각 수준도 개인의 신체적, 정

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가로

결론적으로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

밝혔다. 또한, 유머생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감각 및 유머스타일은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유머선호는 스트레스 대처

의한 영향을 미쳤다.

방식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따라서 군대의 리더가 준거적 영향력을 발휘하

난 연구(이재선, 조아미, 2006)와 비교하여 본 연

기 위해서는 부하에게 순응적인 유머감각이 있는

구에서는 유머생성과 유머선호 모두 부하 심신의

리더로 지각되는 것과 비순응적 유머를 근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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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에서 보듯이 군 리더에게 친화적이고 긍정

것이 필요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적인 유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유머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하에게 지각되는

사용한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의 척도는 군대에

순응적 유머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서 부하가 직속상관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망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머사용에 대한 교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민간에서 자

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교육 프

기보고식으로 개발된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의

로그램이 군 간부 양성․보수과정 교육기관과 야

척도중에서 군대에서 부하가 직속상관에 대하여

전의 관련 실무자에게 보급되어 군 리더에 대한

지각할 수 있는 문항을 발췌하고, 다시 군대에 적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립된다

합한 용어로 수정하여, 상담심리학 교수 2명의 자

면, 리더의 준거적 영향력 발휘차원의 유머활용이

문과 병사 50명에 대한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하에게 지각

통해 개발된 도구이다. 따라서 직속상관에게 지각

되는 직속상관의 유머스타일중 비순응적 유머가

되는 모든 유머의 요소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부하의 군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군대

은 밝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직속상관의 어떤 말과

의 직속상관이 사용하는 유머의 모든 변인을 포

행동들이 비순응적으로 지각되는지에 대한 연구

괄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부족하다. 따라서 군 리더의 비순응적 유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생활 적응의 척도는

머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부하가 직

Stuffer(1949)가 제작하고 이윤희(1963)가 번역한 군

속상관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을 인식함에 있

생활 적응 검사를 신태수(1981)가 한국군에게 적

어 민간사회와 군대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합하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서, 한국군에서 사용된

때문에 향후 군대의 정서에 맞는 유머감각과 유

지 27년이나 경과한 질문지라서 군대의 시대적

머스타일 측정 도구의 개발과 표준화가 요구된다.

변화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유머에 관련된 결과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병사의 군생활 적응의

때문에 군 생활 적응 이외에도 유머가 군인에게

모든 변인을 포괄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다양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을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부대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
지를 설명한 후 실시하지 못하고, 육군 부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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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among Humor Sense and Style with Seniors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Recognizable to the Subordinate

Ku, Nam-Woong

Choi, Tae-San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humor sense and style with one's senior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which are recognizable to the subordinate. We sampled 557 soldiers in the Korea
army. The instruments used were as follows: An humor sense scale, an humor style scale and a military life
adjustment scale. The data were anayzed by Pearson correlations, as well a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ubordinate's recognize to direct control senior's humor sense had an positive effect on
subordinate's military life.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adaptative humor had an positive effect on
subordinate's military life adjustment. However, mal-adaptative humor had an negative effect on subordinate's
military life adjustment.

Key words : Humor sense, Humer style, military life, adjustment, the direct control senior,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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