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사회적 의사소통의 유형으로써, 상사유머는 직무와 관

련된 인지적, 감정적으로 연계된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창출을 촉진하는 강력한 상호작용 요소로 알려져 있

다[1]. 그간 상사 유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사 유머가 

리더십 효과성, 리더 신뢰, 부하의 직무만족 및 몰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2]. 이처럼 상사

유머는 리더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조직 내 상

사 유머에 대한 이해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더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2]. 특히, 상사유머의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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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프로세스에 있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수에 관

한 연구는 미흡한 편으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시도가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사유머가 부하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하고자 하며, 상사유머와 부하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수로써 사

회적 교환관계 측면의 변수들인 리더-멤버 교환관계

(Leader-member exchange, LMX)와 동료 간 교환관

계(Coworker exchange, CWX)를 설정하여 그 메커니

즘을 실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상사유머는 부하들을 즐겁게 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즐거운 이벤트를 부하들과 공유하는 리더의 의사소통 전

술이다[3]. 

유머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

발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4]. 일반적으로 유머러스한 사람들은 사

회적 관계의 유지 및 발현이 쉬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유머가 긍정적 관계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5, 6]. 유머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편

안하게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유머의 사용은 리더가 이

끄는 집단 내 긍정적인 풍토를 조성하고 이는 곧 리더와 

부하 간 관계 뿐만 아니라 부하들 간의 좋은 관계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7]. 사회정체성 이론에 적용해 보면 상

사유머는 부하의 사회적 동일시를 이끌 수 있는데, 부하

들은 리더와의 관계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의 소속감 측면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인

다[8]. 따라서 상사유머는 리더-부하 교환관계의 질 뿐만 

아니라 동료 간 교환관계의 질에도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1과 2를 

설정하였다. 

가설 1 : 상사 유머는 LMX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 상사 유머는 CWX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LMX는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가치있는 것

들에 대한 상호호혜적 교환 현상이다. 상사가 부하들에게 

투입물로써 더 많은 만족 요소들과 생산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상사와의 높은 수준의 교환관계 질을 가진 부

하들은 다양한 결과물(e.g., 상사에 대한 집중, 공헌, 높은 

직무만족)을 만들어 낼 수 있다[9].

한편, CWX는 동일한 상사를 가진 부하들 간의 교환

관계를 의미한다. CWX가 높다는 의미는 집단 내 구성원

들 간의 신뢰, 존경, 충성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

를 뜻한다[10]. 동료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는 부

하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작용

할 수 있으므로 부하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3과 4를 설

정하였다. 

가설 3 : LMX는 부하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CWX는 부하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유머와 LMX 및 CWX 간의 관계, LMX 및 CWX

와 부하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상사유머

와 부하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 이를 매개하는 역

할을 LMX 및 CWX가 수행할 수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

다. 즉, 상사유머는 리더-부하간 교환관계뿐만 아니라 동

료들 간의 교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을 통해 

부하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5와 6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LMX는 상사 유머와 부하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 CWX는 상사 유머와 부하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광주 및 전남 소재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전기전자, 건설업 등 13개 기업 내 종

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 280부 

의 설문배포 후 25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20부의 불

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230부의 응답 자료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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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이용되었다.  

결측값을 제외한 표본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있어, 

평균 연령은 35.4세, 남성이 103명(45.4%), 여성 124명

(54.6%)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 고졸 45명(19.7%), 

학사(2년제) 37명(16.2%), 학사(4년제) 139명(60.7%), 

대학원 이상 8명(3.5%)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있어서는 

사원이 205명(94.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선

관리자 11명(5.0%), 중견관리자(0.9%)로 구성되었다. 

3.2 변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어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도구들을 활용

하였다. 상사 유머 5문항, LMX 6문항, CWX 6문항, 직

무만족 5문항으로 모두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1-14].

4. 연구결과

변수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행

렬(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Table 1은 요인분

석 결과이며 고유치(eigenvalue) 1 이상인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Variable 1 2 3 4

Supervisor humor

.804

.776

.772

.762

.739

.697

LMX

.854

.805

.795

.727

.726

CWX

.836

.803

.787

.727

.577

Job satisfaction

.887

.809

.652

.542

Eigen Value 11.535 2.037 1.165 1.011

Percentage of 

Variance 
expalined

25.047 45.733 65.054 78.736

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들 간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Table 2에서 변수들의 상관관

계와 신뢰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 2 3 4 5 6 7 8

1. Age

2. Gender -.036

3. Edu .064 -.196***

4. Pos .236*** -.034 -.003

5. Supervisor 
humor

-.121 -.141* .086 -.012 (.948)

6. LMX -.115 -.206*** .232*** -.068 .774*** (.941)

7. CWX -.070 -.156* .118 .007 .573*** .638*** (.895)

8. Job 

satisfaction
-.092 -.198*** .003 -.008 .553*** .613*** .649*** (.879)

Note: 1. *p<.05, **p<.01, ***p<.001.

      2. ( ): Cronbach’s alpha.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상사유머가 LMX 및 CWX에 미치는 영향, LMX 및 

CWX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

해 다중회귀 분석을, LMX 및 CWX의 매개가설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15].

먼저 상사유머가 LMX 및 CWX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 직급과 같은 인구통계학

적 변수들을 통제한 뒤 상사유머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음 Table 3은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상사유

머는 LMX와 CWX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각 β=.741, p<.005, β=578, p<.005)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과 2는 

모두 지지되었다. 

LMX CWX

β β

Age -.015 .014

Gender -.076 -.049

Edu .163*** .053

Pos -.057 .010

Supervisor humor .741*** .578***

R2 .626 .339

F 73.081*** 23.080***

Note: 1. *p<.05, **p<.01, ***p<.001.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음으로 부하의 직무만족에 대한 LMX 및 CWX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 직급을 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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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인 <표 

4>를 살펴보면 LMX(β=.681, p<.005)와 CWX(β=.641, 

p<.005) 모두 부하의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 4 

역시 지지되었다. 

Job Satisfaction

β β

Age .002 -.031

Gender -.081 -.120*

Edu -.186*** -.097

Pos .035 -.009

LMX .681***

CWX .641***

R2 .442 .426

F 35.037*** 32.852***

Note: 1. *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 설정한 LMX 및 CWX의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상사유머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LMX의 매개효과 검

증 결과이다. 매개효과 크기는 .3941이며 95% 하한 값

은 .2725, 상한 값은 .5150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

했으며(95% 수준), 직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LMX가 상사유머와 부하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ervisor’s Humor-LMX-Job Satisfaction

Total
Effect SE t p LLCI ULCI

.5473 .0544 10.0647 .0000 .4401 .6545

Direct 
effect

Effect SE t p LLCI ULCI

.1532 .0776 1.9757 .0495 .0003 .3062

Indirect 
effect

Effect SE(Boot) Boot LLCI Boot ULCI

.3941 .0626 .2725 .5150

Note: 1. *p<.05, **p<.01, ***p<.001

Table 5. Results of Boostrapping Analysis

상사유머와 부하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CWX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매개효과 

크기는 .2613이며 95% 하한 값은 .1590, 상한 값은 

.3816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했으며(95% 수준), 직

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CWX가 이들 간의 관

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pervisor’s Humor-CWX-Job Satisfaction

Total
Effect SE t p LLCI ULCI

.5473 .0544 10.0647 .0000 .4401 .6545

Direct 
effect

Effect SE t p LLCI ULCI

.2860 .0589 4.8537 .0000 .1698 .4021

Indirect 
effect

Effect SE(Boot) Boot LLCI Boot ULCI

.2613 .0565 .1590 .3816

Note: 1. *p<.05, **p<.01, ***p<.001

Table 6. Results of Boostrapping Analysis

LMX 및 CWX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상사유머는 부

하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LMX 및 CWX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하의 직무만족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매개가설 5, 6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부하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사유머가 부하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

는 메커니즘으로 LMX와 CWX를 고려하여 이들의 매개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지방 소재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조

직 구성원 23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설검증을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유머는 LMX 및 CWX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LMX 및 CWX는 부하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LMX 및 CWX는 상

사유머와 부하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상사유머가 부하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부하와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하들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져 조직 내 상사유머 발현과 활성화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 확

장을 통해 모델의 일반화를 위한 시도가 요구되며 종단

적 연구설계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더불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설계 역시 수행

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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