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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은 군 생활에 대한 병사의 태도와 대응 방식으로 군부

대의 환경적 특성과 병사 개인 특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따라서 군부대

환경과 병사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하고 설

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부대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대 분위기와 복

무 여건, 그리고 병사의 군 생활에 대한 효용가치 인식 정도이 군 생활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대 분위기와 효용가치의 상호작용, 복무

여건과 효용가치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군 병사 4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397부의 응답을 대상으로 군부대 복무여건과 분위기, 군 생활 효용가치 인

식과 군 생활 적응을 측정하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적 부대 분위기, 복무 여건,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과 군 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회귀 분석 결과 신뢰적

부대 분위기와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반

면, 복무 여건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둘째,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복무 여건과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 간 상호

작용은 없었다. 군 생활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병사들은 복무 여건에

관계없이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이 낮은 병사보다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았

다. 따라서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군 생활 적응에 대한 군부대의 신뢰적 분위기와 군 생활 효용가치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군부대의 신뢰적 분위기가 형성될수록 군

생활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병사의 군 생활 적응도는 군 생활 효용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병사들의 적응도보다 높아졌다. 즉, 군 생활 효용 가

치가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뢰적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그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연구에서는 군 복무에 대한 병사들의 내

재적 동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으며 군부대에서의 정신 교육 또한 국가

와 내재적 동기와 관련있는 병사들의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자극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무복무를 시행하는 한국군 상황에서 대부

분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해 타율적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군 생활에

대한 획득 가치나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비해 군 생활이 병사들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고 삶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군 생활의 효용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또

한 병사들 역시 군 생활에 대한 획득 가치나 내재적 가치 보다는 효용 가

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병사들의 눈높이와 일치하기에 교

육 역시 수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의 효용 가치 인식이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군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와 상호작용하여 그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해 상호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병사들이 군 생활 효용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부대의 희망자 위주로 설문을 수행했으며, 단기 횡

단 조사연구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양한 부대의 구성원을 대상

으로 장기 종단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효용가치, 군 생활 적응, 군부대 환경

학 번 : 2019-2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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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다. 대한민

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대

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헌법 제39조 1항과 병

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매년 20여만 명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고 있다(최은진,

박희현, 2012).

병사들의 군 생활은 국가 방위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인 동시에 규칙적

인 생활과 훈련, 운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단체생활을 통해 조직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성장의 기간이 되기도 한다(권

세기, 2011; 손강숙, 정소미, 2019; 정은경, 하양숙, 2014). 이를 위해서는 먼

저 군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병사들의 입대 전 생활 환경과 조직의 목적이나 가치 규범, 문화와 풍토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신병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 과제이다(구승신, 2004; 엄덕희, 2013; 오명자, 박희현, 이주희,

권재환, 2013). 특히 의무복무 제도로 인한 자율적이기 보다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대 전 지내온 가정이나 학교에

비해 다소 열악할 수 있는 복무 여건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군대 문화 등

은 병사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김정은, 2016). 그러나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은 그 자체로도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군무이

탈 및 자해 ·자살, 그리고 총기 사고로 이어져,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에

도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박영주, 2006; 엄덕

희, 2012; 이새롬, 2012). 실제로 지난 2005년과 2015년에는 전방 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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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부적응 병사에 의한 총기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생겨났

다. 또한, 2019년 한 해동안 복무 부적응 병사를 포함하여 무려 27명의 병

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윤주경, 2020).

그러나 병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 일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

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받으며 복무하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수고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임이 분명하다(김정은, 2013; 박

영주, 2006).

군에서도 병사들의 적응을 위해 생활관을 비롯한 편의 및 복지시설 개선

과 평일 외출 허용, 월급 인상, 일과시간 외 핸드폰 사용 허용 등 복무 여

건 향상(국방부, 2018), 구타나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병영 부조리 근절

을 통해 병영 문화와 분위기 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권세기,

2011).

하지만 같은 부대,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도 군 생활 적

응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은 부대 환경에 의해서

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는 부대 환경뿐 아니라 병사 개인의 특성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성

록, 김용주, 구자일, 고재원, 2015; 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 2007; 장

성규, 이상규, 최종혁 2014; Salo, 2008). 병사 개인의 특성에는 성격이나

가치관, 신체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특히 중요한 요인은 군 생활에 대한 병사 개인의 태도와 동기

일 것이다(김정은, 2016; 전동우, 2010).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에 대한 병사 개인의 태도와 동기를 다루

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김정은, 2016; 전동우, 2010; 송경재, 한민, 배준성,

한성열, 2010). 이는 현실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유인가가 부족하고 과거에

비해 안보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국방의 가치가 낮게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해 집단주의적인

군 생활이 병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구승신, 2004). 즉, 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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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입대하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전반적으로 낮고, 연구자들 역시 병사들의 군 생활 동기의 개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 생활 동기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

다.

하지만, 반대로 별다른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더 고된 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의 2배가 넘는 청년들이 해병대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경재 등, 2010; 양낙규, 2016) 군 생활에 대한 병사들의 동기 역시 개인

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군 생활을 통한 성장을 해병대에 지원

한 이유로 꼽는다는 점에서 병사들은 군 생활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군 생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정은, 2016; 전동우, 2010).

또한 적응은 외부 환경과 개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양자 간 조화로운 관

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Lazarus, 1976), 군 생활 적응은 군이라

는 부대 환경과 개인으로서 병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군 생활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과 정서 ·심

리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구승신, 2004), 군의 물리적 환경 및 정

서 ·심리적 환경, 그리고 병사 개인의 특성이 군 생활 적응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규명 차원에 그

치고 있어 환경 특성과 개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 역시 양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사 개인의 군 생활의 동기적 차원 중 특히 군 생

활의 효용 가치 인식이 외부환경인 군부대의 복무 여건, 그리고 조직 분위

기, 군 생활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규

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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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대 환경(조직 분위기, 복무 여건)과 병사의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 정도가 군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군 생

활 적응에 대한 조직 분위기, 복무 여건과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의 상호

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부대 환경(복무 여건, 군 조직 분위기) 및 군 생활 효용

가치와 군 생활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복무 여건 및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에서 복무 여건과 군 생활 효용가치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

는가?

연구 문제 3. 군 조직 분위기 및 군 생활 효용 가치와 군 생활 적응

의 관계에서 군 조직 분위기와 군 생활 효용가치의 상호작

용 효과는 있는가?

연구 문제 2와 3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은 [그림 Ⅰ-1]와 같다.

복무 여건

군 조직 분위기 

군 생활 효용가치

군 생활 적응

[그림 Ⅰ-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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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가.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적응은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의 가치규범과 군대 문화를 사회화

하고 군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개인에게 귀속하는 역할 개인화 과정을 통해

군에 순응하고, 병사의 행동 역시 군에 수용된 상태이다(신태수, 1981). 즉,

군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군의 물리적, 정서 ·심리적 환경

에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상태를 군 생활 적

응이라 할 수 있다(권인혁, 2004; 김옥란, 김완일, 2014; 오현철, 2012; 조현

묵, 2013).

나. 군 생활 효용가치

군 생활 가치란 병사 개인이 군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가치 평가

의 결과이다(오현철, 2012). 군 생활 효용가치는 군 생활의 경험이 병사 개

인의 현재나 미래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 복무 여건

군 생활 복무 여건은 생활관 건물, 냉난방 시설, 위생시설, 사회적 밀도,

복지시설 및 급여 등을 포함한 군부대의 물리적 생활 환경을 의미하며, 병

사들이 생활하는 군부대의 외적인 환경 여건이다(구승신, 2005; 손지원,

2006; 정의순, 1980; 조현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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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 분위기

조직 분위기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인 인식으로(Schneider, 1975;

Jones & James, 1979)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Fiele & Abelson, 1982) 조직의 긍정적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정신적 건강이나 업무 수행,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집단 효능감과 업무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Park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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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군 생활 적응

가. 군 생활 적응

적응은 유기체가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신체적, 심

리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생존

은 물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조현묵, 2013). 적응은 개

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이 주도적이며, 개인이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

합하게 전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순응에서 비롯된 용어이지만(조현묵,

2013), 순응과는 달리 개인의 생존과 발전,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을 비롯한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나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이며(Richard &

Lazarus, 1969; Allport, 1961), 환경과 개인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어 상

호 간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형성된 상태이다(Lazarus, 1976).

한편, 적응이란 환경과 개인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응 과정은 환경

과 개인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 외부 환경이 요구하는 외적

기준을 충족시키며 동시에 개인 역시 환경에서 수용되고 개인의 필요가 충

족된 상황을 개인과 환경 간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된 적응적인 상태로, 그

렇지 못한 경우를 부적응적 상태로 볼 수 있다(Allport, 1961; Hinshaw,

1942; Lazarus, 1976; Lazarus & Folkman, 1984; Searle & Ward, 1990).

군 생활 적응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했던 Stauffer과 동료들(1949)은 군 생

활 적응은 집단 차원의 임무수행 의지를 의미하는 사기와는 구별되는 개인

적 차원으로 군의 조직 구성원인 병사가 군에서 부여한 임무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직무와 직위에 만족하며 군 생활에 행복함을 느끼는 상태라

고 정의하였다. 또한 신태수(1981)는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조직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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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군부대의 가치와 규범,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재사회화와 군에서 부

여한 임무와 역할을 자신에게 귀속하고 이를 수행하는 역할 개인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군에 동화되고 군 생활에 적응한다고 보았다(신태수,

1981; 구승신, 2004).

따라서 군 생활 적응은 병사 개인이 군부대에 입대하여 재사회화와 역할

개인화 과정을 거쳐 군 조직의 문화와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고 부대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병사 개인 역시 군부대에서 심리적, 신

체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권인혁, 2004; 김옥란, 김

완일, 2014; 오현철, 2012; 조현묵, 2013).

하지만 모든 병사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병사들의 군 생

활 적응도는 개인 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 군은 이를 군 생활에 대한 태도

를 중심으로 적극적, 소극적, 부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국방부 군종실,

2001). 또한 군 생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병사들을 군 생활 부적응자

로 분류하고 이들이 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 군종실, 2001).

군 생활 적응도에 따른 병사들의 군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 군에 잘 적응

한 적극적인 병사는 군의 가치 규범과 문화를 내면화하고 부여된 임무에

솔선수범하여 임할 뿐 아니라 군에서의 경험이 전역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긍정적으로 군 복무에 임한다(국방부 군종실, 2001). 이

들은 군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 아니라 군에서 개인의 심

리, 신체적 필요를 충족하여 군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며, 군 복

무 기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김옥희, 차주환, 2015). 실제로

군에 잘 적응하고 군 생활 경험에 만족을 표했던 예비역들은 군 복무 기간

을 통해 인내심과 대인관계 대처능력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

되는 등 사회적, 심리적으로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응답했다(정은

경, 하양숙, 2014). 또한 군 복무 만족도가 높았던 병사들은 복학 후 대학

생활 만족도와 학업 효능감이 높을 뿐 아니라 행복감을 더 많이 지각하였

다(김옥희, 차주환, 2015; 주지향, 정구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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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다수 병사들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군 복무의 필요성은 인정하

지만, 군 복무로 인해 개인의 학업이나 경력이 중단되고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구승신, 2004; 최명선, 구남웅, 2008).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군에서 부여하는 임무와 상관의 명령에 순응하지만, 내적으

로는 군의 가치와 규범이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아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임무를 수행한다(이성열, 2011).

마지막으로 부적응 병사들은 군 생활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군에서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서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엄덕희, 2012; 진석범, 2001). 이러한 군 생활 부적

응은 병사 개인의 삶의 질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적

응적 행동으로 표출될 경우 사회문제로 심화될 수 도 있다(김효영, 2008).

실제로 2005년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GP와 2015년 강원도 고성의 GOP부

대에서 총기사고를 일으켰던 김일병과 임병장, 그리고 2015년 예비군 동원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최모 예비역

병장은 군 생활에 부적응한 관심병사로 밝혀졌다(조추용, 2015). 이와 같이

부대 내 근무 이탈이나 자살, 총기 사고 등 사건 ·사고는 주로 군에 부적

응한 일명 관심병사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이새롬, 2012) 이러한 군 생활

부적응 문제는 군 조직의 사기와 전투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

아가 사회안전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병사 개인

의 문제로만 혹은 군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권소영, 김완일, 2016; 김

효진, 2017; 권세기, 2011).

특히 부적응 병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국가와 국

민을 수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약받으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우리 국민을 위한 군 생활 중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바로 병사들의 값진 군 복무로 인한 수

혜라는 점에서 병사들이 더 만족스럽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군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군을 비롯한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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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 조직의 특성

적응은 환경과 개인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Lazarus, 1976), 병사들

의 군 생활 적응 증진을 위해서는 환경으로서 군 조직의 특성과 개인으로

서의 병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조현묵, 2013).

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특수성이다. 군 조직은 다른 조직이나 집

단과는 그 목표와 가치, 임무수행 방법, 조직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구별되

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Hollingshead, 1946).

먼저, 군은 국가와 국민의 수호라는 절대적인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전투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행한다(이종호, 1996). 군의 임무는 절대적이

다. 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의 주권을 보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김재홍, 2010). 이러한 국가안보의 사명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절대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투는 군 조직 구성원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

고 있다(진석범, 2001). 다른 집단과 조직 역시 그 임무와 목적을 추구하지

만, 구성원의 안녕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하지만 군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안

녕보다도 임무가 더 중요할 뿐 아니라 군 조직의 임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은 특수한 조직이다(권세기, 2011). 또한 군 조직은 전투라는 방

법으로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며, 전투 중 피아의 희생이 따른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진석범, 2001).

둘째, 군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철저하게 수립되어 있는 위계적 조직

이다(손지원, 2006; Mast, 2010; Halevy, Chou, & Galinsky, 2011). 군의 위

계서열과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는 지휘관에게 권한을 집중하여 전투 중 신

속한 의사결정과 임무 수행을 보장한다(Halevy et al., 2011). 이를 위해 군

은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하여 전시와 같은 위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군은 강한 집단의식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구성원 간 단결과 협동

이 강조된다(국방정신전력원, 2019). 군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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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군의 조직원들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운명 공동체이다(Ahronson

& Cameron, 2007). 또한 전투는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집단적으로 수행되

며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원 간 유기적인 임무수행이 필요하다

(최영찬, 2014). 따라서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전투능력보다 조

직 차원의 전술 수행 능력이 더욱 중요하며(민진, 2011),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과 단결이 필수적이다(권소영, 김완일,

2016; 엄덕희, 2013). 또한 지휘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개인의 일탈적인 행

동이 조직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의 권위와 통제를 중시한다(전찬부, 2016).

넷째, 군은 임무수행 과정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위해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구한다(Hollingshead, 1946). 표준화와 규격화는 군 조직의 신속하고 명

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전투 상황에서의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용

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Hollingshead, 1946). 하지만 군의 표준화와 규격

화 추구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일 수 있어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변화가 어렵

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은 합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규제하며 통제하는

집단이다(구승신, 2004; Etzioni, 1961; Janowitz, 1971). 군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

고 있다. 따라서 병역 기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군 조직 구성원들은 입대하는 순간부터 군 형법을 적용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단체생활을 하며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받는다(공중기, 1994).

특히 군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집단이기에, 무력이 오용

되지 않도록 구성원의 행동과 생활을 특정하고 규제하고 있다(공중기,

1994; 이종호, 1996).

이를 정리하면, 군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목적을 갖

고 조직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며 위계적인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수집단이라 할 수 있다(공중기, 1994; 이종호, 1996). 또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구성원 간 단결과 협동, 제 분야의 표준화와 통일을 중시하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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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합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공중기, 1994; 이종호,

1996).

이러한 군 조직의 특수성은 군과 구성원인 병사의 관계에서 병사보다 군

조직이 우위에 있게 하며, 군 조직은 병사들에게 군의 가치규범과 문화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병사는 군의 조직 구성원인 동

시에 군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군부대 역시 국가 기관의 일

부이자 사회 조직의 하나로 군 외부 사회 및 집단과 완전히 단절되거나 독

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 역시 병사들의 적응을 위

한 변화를 지속해 왔으며 병사들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군 조직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군과 병사의 관계는 더 이상 군 조직

에 대한 병사들의 무조건적인 순응이 아닌 ‘적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 신세대 병사의 특성

군 생활 적응은 군부대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는 군 입대 전 형성된 병

사 개인의 가치관과 군에 대한 태도, 성격 그리고 시대 및 세대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Hollingshead, 1946), 병사로 입대할

입영 대상자인 20대 초반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병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복무를 수

행하는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 군 조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구승

신, 2004). 현재 입대하는 병사들의 평균 나이는 21.7세이며 대부분의 병사

들은 19세∼24세로 발달 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속한다(김

옥란, 김완일, 2014). 이 시기는 신체적 성장에 비해 내적 성숙이 미흡한

심리적 유예기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학업 및 경력 개발, 이성 관계,

결혼과 같은 미래 진로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Erikson, 1968). 특히 우리나라는 청소년기인 중고등학교 시기에 인성교육

이나 직업교육, 예술 · 체육 활동 및 진로 발달과 미래 설계와 관련된 교

육이나 경험보다는 입시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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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내적 성숙이 미흡한 편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야 미래 진로를

향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다(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또한 청소년기 학생들은 미성년자로 가정과 학교의 보호하

에 행동의 여러 제약을 받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야 성인으로서 활동과

행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권태은, 2003).

따라서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성인에 비해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이 미숙하고, 고교 졸업 후 누리

던 자유가 제한되고 경력 개발 및 학업 활동이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에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어 군 생활 적응은 쉽지 않은 일이다(구승신, 2004;

서혜석, 2008; 최명선, 구남웅, 2008). 특히 최근 군에 입대하는 z세대 병사

들은 IMF 경제 위기 중인 1990년대 후반 출생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성

장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성장 둔화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취업난을 피

부로 체감하고 있기에(임홍택, 2018), 군 복무에 대해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후기 청소년기에 가족, 이

성 친구 및 또래 집단 등 정서적인 애착과 유대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물리

적으로 멀어짐으로써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군이라는 전혀 새로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군 조직의 가치규

범과 문화를 수용하고 사회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

를 형성해야 한다(김옥란, 김완일, 2014). 특히 z세대는 유아기부터 인터넷

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rmad) 세대

로, 대면 만남보다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비대면 만남에 익숙할 뿐 아니라

SNS를 활용한 간편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며,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배격하

는 특성을 갖고 있다(임홍택, 2018). 이러한 z세대의 특성은 단체 생활과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군 조직에 적응하는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인구 저출산으로 가정에서 대부분 외아들로 자라와 개인

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문화를 경험한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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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은 상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순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구승신, 2004; 신민아, 2019). 또한 한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환경에

서 윤택하게 지내온 병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무 여건 속에서 단체생

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김세원, 신창식, 2015) 특히 z세대 이전

의 세대는 다소 불편하고 불합리한 관행도 단체와 공동체, 타인을 위해 인

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지만, 최근 신세대인 z세대는 강압적이고 부

당한 요구에 자신의 권리를 잃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

의 권리를 존중받고 요구하는 데서 자아를 확인하는 세대이다(임홍택,

2018).

이러한 z세대 병사들의 입대는 군 조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부대의 지휘관이 체력단련을 중시하고 이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청

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으며(문제원, 2019), 이후에도

유사한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z세대 병사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는

다소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군 조직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는 동력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휘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위

축시켜 결과적으로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 군의 적응 지원 노력과 한계

군부대 역시 병사들이 만족스런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유연웅, 2012). 군은 창설 이후부터 냉전 종식 전인 1990년 초

까지 안보 우선 정책하에 무기체계의 현대화 등 전력 증강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사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었다(권세기,

2011). 하지만 1990년대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자아실현과 복지, 여가의 가치가 중요해면서 병사의 복지와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임희섭, 1997). 특히 2005년 발생한 GP 총기 난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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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방부는 군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

면서 병영 생활관 및 복지시설 등의 시설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이 이루어

졌다(유연웅, 2012).

하지만 복무 여건의 개선만으로는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과 적응을 유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구승신, 2004). 실제로 군 간부들이 인식하는 병사

들의 복무 여건은 지난 3년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병사들의 군

복무 만족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 정신 전력원,

2019). 더욱이 지난 3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들은 2017년 17건, 2018년

21건, 2019년 2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윤주경, 2020). 이는 복무 여건뿐

아니라 조직 분위기와 같은 정서 ·심리적 환경과 개인의 군 생활 동기 등

개인적 요인이 군 복무 만족과 부대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 2007; 강성록, 김용주, 구자

일, 고재원, 2015).

특히, 같이 입대하여 같은 부대와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병사들 간에

도 군 생활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군 생활 적응이 전적으로

군대의 복무 여건이나 조직 분위기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나 성격, 동기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

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조현묵, 2013). 따라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향상

을 위해서는 군 부대 환경 개선 뿐 아니라 병사 개인 요인을 고려한 연구

와 이에 따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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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 생활 적응

가. 군 생활의 효용성

군은 본연의 임무인 국가 방위의 사명을 다해 왔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국방부, 2013). 6 · 25 전쟁 이후

많은 장교들이 미군에 유학하여 미군의 고등군사교육을 수료하며 선진화된

조직경영 기법을 학습하고 군과 일반 기업체에 전파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공병부대가 참여하여 일익을 담당하였고(국방부, 2013) 홍수나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구조 활동을 펼쳐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왔다(국방부, 2013).

또한 1950∼70년대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들에게 한글 교육을 실

시하여 문맹 퇴치에 기여하였고(국방부, 2013), 지금도 장병들에게 자유 민

주주의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국

민 도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유연웅, 2012; 이종기, 2003).

구체적으로 군 생활의 경험은 병사의 성숙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인구 저출산 시대에 주로 외동아들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

하고 자라오며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병사들은 병영에서의 단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게 된다(박양근, 2014). 또한 입대 전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학교나 학

원, 직장 등 비교적 유사한 배경을 가진 동질적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반

면, 군 복무 간 사회, 문화, 지리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 학력, 직업 등 기존의 사회적 배경을 뛰

어넘는 간접 체험을 하게 된다(김선영, 2016; 2019). 또한 인간관계의 양상

측면에서도 군 입대 전에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과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

를 맺지만, 군 생활에서는 동기들과의 수평적 관계는 물론, 간부 및 선후임

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김선영, 2019).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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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타인과 타집단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

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타파되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김선영, 2016; 2019). 그리고 군에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

역하면서 소총수로부터 분대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

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리더십을 함양하고 조직과 단체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박양근, 2014). 따라서 군 전역 이후에는 입대 전 보다 대인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역시 빠르다(서미경, 박근우, 이규화, 2013).

또한 병사들에게 군 생활 기간은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고 인생의 방향과

진로를 계획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김옥희, 차주환, 2015; 노해림, 김희경,

박승희, 양지연, 이우재, 전지혜, 조민경, 심은정, 2015). 학창 시절에는 입시

준비로 인해 성찰과 내적 탐구의 시간과 기회가 부족하지만, 군 복무 중에

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부대끼고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

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와 여유를 갖게 된다(이병희, 장지연, 윤자

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 진로,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며 탐색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개인의 강점을 발견해 진로 발달과 내적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김옥희, 차

주환, 2015; 노해림 등, 2015; 서미경, 박근우, 이규화, 2013). 또한 이러한

고민은 정체성 형성과 목적의식 확립에 기여하여 전역 이후 학업과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희, 차주환, 2015;

노해림 등, 2015).

한편 군 복무 동안 경험하는 군사훈련과 체력단련을 통해 신체적으로 연

단련되고, 인내심을 배양하며,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면서 어

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체득하게 된다(박양근, 2014).

군 입대전에는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학생들이 군 복무간 규칙적이고 절

제된 생활을 하며 생활관 정리 정돈 및 총기 손질 등 개인 정비를 감당하

면서 책임감과 자립심을 배양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김선영, 2016).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군 전역이 임박한 병사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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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생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존재로 성

장하게 된다(김선영, 2019). 실제로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한 군 전역 복

학생들은 입대 전에는 부모님께 생활비와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으며 생활

해 왔지만, 복학 후에는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자 노력하였다(김선영, 2016).

즉, 군 생활은 병사들에게 단순히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군 생활 기간은

규칙적인 생활과 훈련 및 운동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고 심신을 단련하며,

조직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

해를 넓히며, 자아 성찰을 통해 내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성장과 발

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권세기, 2011; 김선영, 2016; 2019; 손강숙, 정소미,

2019; 정은경, 하양숙, 2014).

나. 기대-가치 이론

동기는 인간의 내적인 욕구로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행동을 개시하며

지속하고 행동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결정한다(김아영, 2003).

동기에 대한 현대적 관점은 기대와 가치의 2요인을 중심으로 동기를 설명

하는 기대-가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Eccles & Wigfield, 2002). 기대

는 과제 수행에 대한 개인의 능력 신념과 방향성을, 가치는 과제의 중요성

을 의미하며 기대와 가치가 상호작용하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einer, 1985).

특히 가치는 인간의 자아개념과 신념체계에 핵심적인 요인이자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표상으로, 특정 대상과 과제에 대한 개인

적 의미와 태도를 결정하고 개인의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태도, 행동, 판

단, 선택, 합리화, 귀인에 영향을 미친다(Feather, 1988; Rokeach, 1979;

Wigfield & Eccle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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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기대-가치 모델 (Pintrich & Schunk, 2002)

Eccles와 동료들(1983)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과

제 가치(Subjective task value)를 획득 가치(attainment value), 내재적 가

치(intrisic value), 효용 가치(utility value), 비용 신념(task value belief)으

로 구분하였다.

먼저 획득 가치는 개인의 자기 도식에 따른 과제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과제에 부여하는 가치이다(Eccles & Wigfield, 1983). 즉, 자아정체성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제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 과제를 잘하는

것에 중요성을 높게 둔다(Wigfield, Eccles, 1992).

둘째, 내재적 가치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주관적인 흥미와 즐

거움을 의미한다(Wigfield, Eccles, 1992). 내재적 가치가 높을 때 과업 자

체에서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업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이게 되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Dale, Paul, & Meece, 2008).

셋째, 효용 가치는 과업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과업이 현재나 미래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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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의미한다(Eccles &

Wigfield, 1992). 효용 가치는 외재적 동기 중 지각된 수단성과 유사한 개

념으로 지각된 수단성은 미래 목표와의 연관하여 과제가 가지는 가치를 강

조하는 반면, 효용 가치는 현재 및 미래 목표를 모두 포함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Husman & Lens, 1999), 연구자에 따라 효용 가치와 지각된

수단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Lens & Rand, 1997; Wigfield

& Eccles, 1992). 일반적으로 외재적 동기는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각된 수단성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율성의 손상을 덜 받으며 노력의 지속과

과업 수행, 적응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은주희, 최진실,

2020).

학업 상황에서 효용 가치 인식은 과목 선택 및 노력 지속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Durik, Vida, & Eccles, 2006), 향후 성취 수준의 향상을 예측

하고(Bong, 2001; Cole, Bergin, & Whitaker, 2008; Durik, Vida, & Eccles,

2006; Vansteenkiste, Simons, Lens, Soenens, Matos, & Lacante, 2004),

과제에 대한 참여를 증진한다(Berndt & Miller, 1990; Hulleman, Godes,

Hendirkcs, & Harackiewicz, 2010; Hulleman et al., 2008; Simons,

Dewitte, & Lens, 2004). 특히 효용 가치 인식은 과제에 일시적으로 흥미

를 갖는 상황적 흥미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상황적 흥미를 통해 참여와

성취가 증대되고 지식이 확장되면서 과제에 대한 내재적 흥미로 발전할 수

도 있다(Hidi & Renninger, 2006). 따라서 효용 가치 인식은 과제수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을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신종호, 유승민, 서은

진, 2008). 따라서 과제 자체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적어도 다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과제의 가치를 인식한다면 이 역시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imons, Dewitte, & Lens, 2004).

마지막으로 비용 신념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대한 개인의 기회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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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에 필요한 노력과 정서적 상태 등을 포함하며, 과제 수행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Eccles & Wigfield, 1992).

과제에 대한 획득 가치와 내재적 가치, 효용 가치는 서로 상반되거나 극

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대상과 과제에 대한 가치를

결정한다(Eccles & Wigfield, 1995; Simons & Lens, 2004). 예를 들어 의

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입시를 위해 생물학을 공부하며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낄 때, 생물 공부는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로 높은 획득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미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효용 가치를 가지며

개인적인 흥미를 느끼기에 내재적 가치 역시 높게 가질 수 있다.

다. 군 생활의 효용가치와 군 생활 적응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나라 없는 설움과 전쟁의 고난을 경험

하고 주권과 자유, 평화의 소중함을 절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과 국

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병역의 의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정신교육 역시 병사들의 국가관, 안보관을 확립

하고, 애국심이나 충성심, 군인정신과 같은 내적 가치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들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군 생활에 임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결코 쉽

지 않은 일이다. 병사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군

복무가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병사들의 군 생활 동

기는 타율적이고 의무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송경재 등,

2010; 전동우, 2010). 즉, 군 생활에 대한 병사들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된

다는 점에서 병사들이 군 생활을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지어 의미를 갖는

획득 가치나 군 복무 그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기에

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병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군에 입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무려 80% 이상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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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해 준다(송경재 등, 2010). 물론 과거에 비해 생활관, 복지시설 및 월

급을 비롯한 병사들의 복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불만족과 부적응 요인을 상쇄하는 정도이며 군 생활 적응에 대

한 긍정적 역할을 하는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Herzberg, 1968).

이렇듯 군 생활에 대한 내재적 동기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군대에 다녀와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군 생활의 경험

이 내적 성숙에 유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김선영,

2016, 2019; 박양근, 2014), 군 생활의 효용가치는 비교적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 실제로 육해공군의 병사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병

사들이 인식하는 군 생활의 가치란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며 군인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획득 가치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군

생활이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었다(김옥

란, 김완일, 201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효용 가치는 과업 그 자체보다는 과업 수행 과정

이나 결과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가치로 내재적 동기보다는 외재적 동

기 연관되어 있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오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병역은 매우 민감한 이슈로 군 복무를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미흡하기 때문에 애국심이나

충성심, 군인정신과 같은 군 생활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

기에 국가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군인이 군

생활에 대한 개인의 효용을 의미하는 효용 가치 인식이 군 생활 적응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동기에 관련

된 최근 연구에서는 본질적 흥미나 내재적 동기가 아닌 외재적 동기도 개

인이 효용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면 긍정적인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은주희, 최진실, 2020).

일례로 학업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학습의 효용 가치와 유용성을 인

식하자 학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으며,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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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고 성적 역시 향상되었다(Hidi & Renninger, 2006; Hulleman, et al.,

2010). 즉, 학업의 효용 가치 인식은 노력의 지속과 노력 증가, 참여 증대

및 긍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효용 가치 인식은 학업뿐 아니라 군 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생활 부적응자들과 적응자들을 비교한 결과 군 생활 부적응자들은 군

생활 적응자들에 비해 군 생활에 대한 가치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김상

균, 2012).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군 생활을 원하고 군 생활이

개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병대에 지원하고 복무한 병

사들은 일반 육군 병사보다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았다(홍서현, 2013). 해병

대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 등 일반 부대보다 훈련의 강도나 군기가 엄하며,

연평도나 백령도와 같은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근

무할 가능성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양낙규, 2016), 해병대 지원율은 무

려 2.5∼3:1에 달한다(양낙규, 2016). 해병대에 지원한 병사들은 그 이유로

특별한 경험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희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홍서현, 2013). 즉, 해병대 병사들은 군 생활이 자신의 성장 및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군 생활 효용적 가치를 일반 육군 병사보다

더 높게 인식하였고, 그 결과 일반적인 육군 병사들보다 군 생활을 더 긍

정적으로 인식했고, 군 생활 만족도 역시 높았으며 군 생활 적응, 조직몰

입, 부대에 대한 애착, 소속감 등 군 생활 전반에 대해 더 적응적인 모습을

보였다(국방정신 전력원, 2019; 송경재 등, 2010).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반 육군 병사의 3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해병대 병사들은 이보다 10% 정도 더 높은 4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국방정신전력원, 2019), 해병대 복무자들은 전역 이후에도 해병대에서 복

무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홍서현, 2013).

이는 병사들의 군 복무가 의무적 차원에서 머물러 획득 가치나 내재적 가

치를 적게 갖는다 해도, 병사들의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 정도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군 생활 경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병사는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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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끌려왔다고 인식하는 병사들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에 몰입

정도가 높았고, 다른 병사들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전동우, 2010).

또한 효용가치 인식은 초기 기대 수준이 낮은 경우 더욱 효과적인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학업 기대의 초기 수준이 높은 학생

들보다 낮은 학생들에게서 과제의 효용 가치 인식을 통한 성과 향상의 폭

이 크게 나타났다(Hulleman & Harackiewicz, 2009). 이것은 군 생활 초기

의 적응 수준이 낮은 병사에게 효용 가치 인식을 통해 군 생활 적응 역시

큰 폭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 입대가 의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군 생활이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

효용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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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부대의 환경과 군 생활 적응

가. 군부대 환경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Lewin, 1938),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역시 군부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군은 그 특성상 조직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와 범위가 다른 조

직에 비해 훨씬 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병사의 적응에 미치는 군부대의

환경적 영향은 매우 크다(이종호, 1996). 하지만 군 조직이 작게는 10명 내

외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분대부터, 크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야전군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층위와 규모, 임무와 역할이 다양하고 각 조직 별 지휘

관의 리더십 유형 및 구성원들의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부대의 특

성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즉, 군부대로서, 그리고 한국군

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군대 문화와 풍토가 있는 반면에, 각 조직

별 차이 역시 존재하기에 개별 조직 수준에서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군부대의 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정서 ·심리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구승신, 2004), 물리적 환경은 자연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건을 의미하며, 건물이나 근로 시간, 보수 등과

같이 구체적이며 수치화,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구승신, 2004).

반면 정서 ·심리적 환경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 환경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Ashforth, 1985).

특히 군부대의 경우 임무수행을 위해서 구성원 간 단결과 협력이 필수적

이며, 단체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구성원 간 상호작

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보다 조직 분위기와 같은 정서 ·심리적

환경이 구성원들의 군 생활 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구승

신, 2005; 조현묵, 2013; 진석범, 2001; 한수미, 노병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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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분위기와 군 생활 적응

조직의 분위기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조직에 대

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Jones & James, 1979; Kundu, 2007), 조직의

구조 및 과업 특성 등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지각이다(이종호, 1996). 이러한 조직 분위기는 다른 조직과는 구별

되는 한 조직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로, 조직의 구조와 역할, 임무에 영향

을 받아 형성된다(Jones & James, 1979).

조직 분위기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및 여러 사건과 경험,

조직 특성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며(Fiele & Abelson, 1982; Jones &

James, 1979; Schneider, 1975), 조직 내 발생하는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

는 하나의 맥락으로 기능하여 구성원의 인지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Fiele & Abelson, 1982).

조직의 긍정적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정신적 건강이나 업무 수행,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집단 효능감과 업

무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Parker, 2003).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군 생활에 잘 적응하며, 병사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평등주의 가치관,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구승신, 2004; 엄덕희, 2009), 군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여 군 생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혀졌다(구승신, 2004; 엄덕희, 2009).

조직의 분위기는 이를 이루는 소수의 핵심적 근원 특성 요인들의 결합성

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Jones & James, 1979), 그 근원 특성이 무엇

인가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이종호, 1996).

특히 Koys와 DeCotiis(1991)은 조직 분위기를 조직의 응집성, 지원성, 인정

성, 신뢰성, 자율성, 혁신성, 공정성, 압력의 8차원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하지만, 조직의 임무나 역할, 구조와 규모, 조직 문화 및 풍토 등 조직의

특성에 따라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인이 다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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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Jones & James, 1979), 특히 군부대는 특수한 목적을 특수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특수집단으로 일반적인 조직이나 집단과는 조직 문화와 풍토가

확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의 구성 요인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

다(이종호, 1996).

Ulmer(1987)는 군 조직 분위기를 상호 신뢰, 정보 공유, 유능성, 협동, 질

서, 목표 지향, 책임감, 분권화, 조직의 일관성, 스트레스, 공정성으로 분류

하였으며(이종호, 1996), Jones와 James(1979)는 美 해군 조직의 분위기 구

성 요인으로 갈등과 모호성, 직무 도전성, 중요성, 다양성, 리더의 지원, 집

단 내 협력, 직업의식 등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이종호(1996)가 군 조직의 분위기를 정서적 환경이라고 명명하고 신뢰

성, 지원성, 인정성, 응집성의 4요인으로 설명한 이래,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구승신, 2004; 이종호, 1996).

먼저 신뢰적 분위기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사적인 대화 및 개방성에 대한

인식으로 조직 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형성

된다(이종호, 1996). 조직 내 신뢰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조직 구성원은 조

직 활동 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조직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구승신, 2005; 이종호, 1996). 또한 부대 내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발

하고, 임무수행 자신감과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화경, 2013)

병사들의 심신 건강 및 직책과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이성열, 2011).

지원적 분위기는 구성원의 실수를 용납해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조

직 내 구성원의 업무와 행동에 대한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이종호, 1996).

조직 내 지원적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높고,

상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업무 효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ellriegel & Slocum, 1974). 군부대의 경우 지원적인 분위기는 신병이나

계급이 낮은 병사들의 심신의 안정 및 부대 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이종호, 1996).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지원적 분위기가 군 생

활 적응과 관련 없거나(김화경, 2013), 오히려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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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성열, 2011). 이는 군부대의 역할과

임무, 규모 등 개별 조직의 특성에 따라 실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납보다

는 적당한 규제와 지도가 조직 구성원의 적응에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인정적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의 공헌과 역할, 조직 기여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에 대한 인식이다(이종호, 1996). 인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의 구

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애정을 갖고, 조직 적응 정도도 높

다(Ostrff, 1993). 또한 인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에

잘 적응하는 반면, 이직이나 퇴사율이 낮았다(구승신, 2004). 특히 이러한

인정적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받기 희

망하는 신세대에게 중요한 심리적 조건일 수 있으며(임홍택, 2018), 특히

군 복무에 대한 물질적인 혜택이나 보상이 적은 우리 군의 상황에서 병사

들의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심리적인 만족을 제공하고 적응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정적 분위기가 높을수록 병사들의

심신 건강과 직책 및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열, 2011).

특히 병사들은 인정적 분위기가 군 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밝히고 있는

데, 군 생활 초기 낯선 환경과 군대 문화로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도 하지만 군 간부와 동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군 생활

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나정순, 이은경, 정지윤, 남은혜, 권은혜, 황선영,

2008; 손지원, 2006; 이종호, 1996; 정원철, 박영주, 2011). 또한 다문화 배경

의 병사들 역시 군 생활 초기 문화적 차이와 주변 병사들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부 및 선임병, 동기 등 주변 사람들이 인정이 군 생

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임영섭, 2015). 그뿐만 아니라

군 생활 중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아 포상을 많이 받은 병사들의 경우도 군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으로 나타났다(권세기, 2011).

응집적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 간 정신적, 물질적 공유 정도에 대한 인식

으로 응집적 분위기가 높은 조직은 구성원 간 관계가 친밀하고 협력의 정

도가 높다(이종호, 1996). 따라서 응집적인 조직은 성과가 높으며 조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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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공동의 업무

에 대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성원 간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

(Griffith, 2002). 그 결과 응집적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의 구성원들은 스트

레스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조직 만족과 적응이 높고, 조직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이었다(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손영우, 2016; Griffith,

& Vaitkus, 1999; Moos, 1987). 또한 응집적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은 집단

으로서의 임무 수행 능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iffith, 2002; Salo

& Siebold, 2008).

다. 복무 여건과 군 생활 적응

물리적 환경은 생활 공간의 온도, 습도, 조명 등 건물의 배치, 사회적 밀

도, 복지시설 및 급여 등을 포함한 부대의 시설물 및 근무 조건으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경우에는 군 복무 여건을 의미한다(구승신,

2004; 손지원, 2006; 정의순, 1980; 조현묵, 2013).

급여나 복지시설, 업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은 직군이나 직종을 막론하고

직무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며(김재희, 2019; 손지원, 2006; 유승희,

2019; 윤호연, 2015; 진석범, 2001),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

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2013).

집단 구성원 간 협력과 단결이 중요한 군 생활 적응에 있어서 물리적 환

경으로서의 복무 여건보다는 정서 ·심리적 환경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알려져 있다(구승신, 2004). 하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관과 위생시

설, 면회실 및 PX 등 휴식공간은 피로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종효, 2013). 특히 병사들은 대부분의 시

간을 소속된 부대의 한정된 공간과 영역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직의 경우보다 병사들의 복무 여건이 군 생활 적응 및 만족에 중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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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박영주, 정원철, 2006).

선행연구에서는 의복, 음식, 취침 여건, 생활관 쾌적도, 문화시설, 냉난방

시설, 위생시설, 자유시간 등의 복무 여건이 군 생활 만족과 상관관계가 있

고(손지원, 2006), 복무 여건 만족도가 군 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주, 2006). 또한 병사의 자유 시간과 야근 횟수, 포

상 횟수에 따라 군 생활 적응과 군 생활 스트레스, 병사의 정신건강에 차

이를 보였다.(권세기, 2011; 진석범, 2001).

반대로 복무 여건이 열악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활동과 수

면이 제한되어 피로를 느끼며,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군 생활 의욕이 상실

될 수 있으며(진석범, 2001), 결과적으로 군 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정원철, 지향숙, 2014).

따라서 군은 병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기존에 30명에

서 50명이 함께 사용했던 소대 단위 침상형 생활관을 10명 내외가 함께 생

활하는 분대단위 침대형 생할관으로 교체하고, 세면장 및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 현대화와 병영도서관, 체력단련장, 면회실 등 편의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국방부, 2018). 특히 2017

년에는 3만 5,000여 대의 에어컨을 병사들이 생활 하는 모든 병영 생활 관

에 설치하여 병사들이 쾌적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방부, 2018). 뿐

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병사들의 봉급을 2010년 병장 기준 10만원에서

2025년까지 약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인상하고 있으

며, 2020년 현재 병장 기준 매월 약 5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양승식, 2020)

그 외에도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서 오는 답답함 및 외부 사회와의

단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과 노래방, 게임시설, 운동시설 등 복지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였

고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면회와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7

월부터는 병사들이 일과시간 외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을 변경하였다(이재형, 2020).

또한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에도 자기계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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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비용과 교재를 제공하고, 군 복무

기간 동안 최대 15학점까지 사이버 원격 강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국방부,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

의 군 생활 만족도는 2017년∼2019년 3년간 소폭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정

신전력원, 2019),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2017년 17건, 2018년 21건, 2019

년 2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윤주경, 2020).

이는 복무 여건과 군 생활 적응 간 관계가 선형 관계가 아니며 군 복무

여건이 입대 전 생활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지만 복무 여건

개선만으로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 및 적응이 증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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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부대 환경

인간의 태도나 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

타난 결과이기에(Greenberg, 1996; Lewin, 1951), 군 생활 적응 역시 병사

개인의 내적 특성과 군 조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동기라는 점

에서, 병사 개인의 군 생활의 효용 가치 인식 정도가 군부대의 물리적 환

경인 복무여건과 정서 ·심리적 환경인 조직 분위기와 상호작용하여 군 생

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군 생활

효용 가치와 군부대의 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 본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송경재 등(2010)은 부대 내 신뢰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군 생활에 대한 동

기가 부족한 병사들도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했으며, 구승신

(2004)의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강할수록 군 생활 적

응이 어려웠지만, 군 조직의 분위기가 이를 조절할 수 있고, 특히 군 조직

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될수록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

는 부적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군 생활 스트레스

가 높은 병사는 군 생활 적응도가 낮지만, 조직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군

생활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어 조직 분위기가 스

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구승신, 2004).

이 외에도 학생들의 학습 상황이나 직장인들의 직무 상황에 관련한 연구

에서는 개인의 효용 가치 인식이 주변 환경의 분위기와 상호작용하여 학업

성적, 업무 성과,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uratulain, Khan, Sabharwal, & Javed, 2019; 은주희, 최진실, 2020).

먼저 6개월 중 5일간 자율적으로 업무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179명의 공

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의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

하는 직원들의 교육 참여율과 교육 성과가 높았으며, 특히 조직 분위기가

유연할수록 직원의 교육 참여와 성과가 가장 우수했다(Quratulain, Khan,

Sabharwal, & Javed, 2019). 즉, 조직 분위기와 교육에 대한 효용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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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여 교육 참여율과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은주희와 최진실(2020)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 수준을 자기결

정성 및 자기 조절 수준에 따라 자신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자율적 동기

와 타인에 의해 통제받는 통제적 동기로 구분하였는데, 자율적 동기와 학

교 시설 만족도 및 수업 분위기가 좋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태도가 좋았을

뿐 아니라, 자율적 동기는 학교시설 만족도 및 수업 분위기와 상호작용하

여 학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주희, 최진실, 2020). 즉,

자율적 동기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 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 분위기가 좋을수록 영향이 더 강화되었고 물리적 환경과 정서·심리적

환경이 자율적 동기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은주희, 최진실, 2020). 특히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율적 동기에는

과제 그 자체에 대한 흥미는 높지는 않지만, 대학 진학과 같은 미래 목표

와 연결하여 과제의 효용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확

인된 조절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즉, 효용가치 인식이 물리적 환경이나 정

서 ·심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학업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 생활의 효용 가치 인식 역시 군 조직의 분위기나 물리적 환경

여건인 복무 여건과 상호작용하여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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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인 : 인구 통계학적 변인

병사들의 군 생활은 인생의 한 부분이며, 인생은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 생활 적응은 군대에서의 계급이나 보직 등

군대에서의 특성뿐 만이 아니라 입대 전 생활 만족도나 학력, 가족과의 관

계,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개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구승신, 2004; 김윤근, 2007; 김은미, 2011; 박현선, 1998).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병사의

나이,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 입대 전 생활 만족 및 향후 진로 기대, 이성

친구와의 관계 등이 있으며, 군 입대 후에는 군에서의 계급과 개인의 역할

을 의미하는 보직, 상관과의 관계, 부대의 물리적 환경, 자기개발 여건 등

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승신, 2004; 권세기,

2011; 김은미, 2011; 김혜정, 2006; 박현선, 1998; 엄덕희, 2013; 유연웅,

2012; 장경숙, 2008).

먼저 계급은 구성원 간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며 상하관계를 규정하며, 우

리나라 병사들의 계급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사

의 계급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부여되며, 계급이 높다는 것은 곧 군 생활

경험이 많으며 조직의 환경과 업무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영주,

정원철, 2006). 따라서 계급이 높을수록 간섭이나 통제가 적지만, 분대장이

나 부분대장 등 지휘자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부대 지휘에 대한 책

임감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군 생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들의 경우 전역 후 진로 걱정과 복무 염증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계급이 높을 경우 군 생활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 결

과도 있는 반면(구승신, 2004; 박영주, 정원철, 2006; 유연웅, 2012), 병장과

이등병이 군 생활 적응도가 낮고 일병과 상병의 적응력이 더 높은 연구결

과 역시 존재하며(김혜정, 2006), 오히려 이병과 병장의 적응이 가장 높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장경숙, 2007). 또한 계급에 따른 적응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연구 결과도 있었다(엄덕희, 2009). 따라서 계급과 군 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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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또한 아직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속하는 병사들의 나이는 발달

단계에 따른 심리적, 내적 성숙의 지표가 되며, 군 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병사들이 입대하는 평균 나이는 21세로 대부분이

발달단계 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며,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

름없지만, 학업, 경력, 대인관계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시기이

다(Arnett, 2000; 유연웅, 2012). 반면, 입대가 늦은 경우에는 성인 초기에

접어드는 20대 중반, 후반에 속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역 후 경력 및 진로 개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력과 가정 형편은 병사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학

력과 가정 형편이 높을수록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박영주, 정원철, 2006). 하지만, 학력과 가정 형편이 적응에 미

치는 영향 역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먼저, 학력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는 없다는 결과(김헌수, 1997; 오수중, 2000; 유연웅, 2012)와

학력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한다(김성식, 2003; 박영주, 정원철, 2006; 정민

화, 1998).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군 적응을 잘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김

명중, 2000; 이윤희, 1963). 마찬가지로 가정 형편이 좋을수록 군 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구승신, 2004)와 반대로 어려울수록 군 생활을 잘한다는 결과

(서혜석, 2006), 상관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박영주, 정원철, 2006; 엄덕

희, 2009; 유연웅, 2012).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이나 학력이 좋을수록 문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환경과 군 생활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군부대는 임무 특성상 행군이나 훈련 등 신체적 활동이 많기 때문에 건강

과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체력이 좋을수록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승신, 2004; 서혜석, 김정은,

2009; 유연웅, 2012).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병사들이 훈련이나 업무에 있

어 배려를 받기 때문에 건강수준이 중간인 병사들 보다 더 잘 적응한 경우



- 36 -

도 있었다(엄덕희, 2009).

또한 일반적으로 전역 이후에 진로가 희망적일수록(김정은, 2017; 서혜석,

이대식, 2008; 이제성, 2001), 입대 전 만족도가 높을수록 군 생활에 잘 적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지만,

이들 변인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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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육군 2개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 433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시 부대마다 임무와 환경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지역과 부대

특성이 다른 2개의 부대를 선정하였다. A 부대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하여

경계 및 전투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B 부대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다른

부대의 군수 물자를 지원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의 연구 동의 항목에 미동의를 표시한 7부와

20회 이상 연속으로 같은 번호로 응답한 설문 17부를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였고, 응답 시간대와 문항에 대한 응답이 완전히 동일한 12부를 전

산 오류로 인한 중복 참여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433부

중 36부(연구 미동의 : 7부, 불성실한 응답 : 17부, 전산 오류로 인한 중복

참여 :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397부(A 부대 : 330명, B 부대 : 67명)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부대 참여 결측 계

A부대 361 31 330

B부대 72 5 67

계 433 36 397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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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먼저,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A

부대 병사 83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전반적인 순서를 재구성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9월에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의 검토를 받

아 연구 윤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육군 본부의 승인을 받아 A, B

부대와 협조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

해 A, B 부대에서는 9월 ∼ 10월 2달간 부대 게시판에 연구 설명문을 게

시하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연구 참여자가 개인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 휴대

전화를 활용하여 연구 설명문에 포함된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설문을 작성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설문의 구성은 다음 [그림 Ⅲ-1] 와

같다. 설문 응답 수집 후에는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측

정하여 요인을 재구성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설명문 확인 및 동의서 작성

↓

군 생활 효용가치(7문항)

복무 여건(9문항)

조직 분위기(16문항)

↓

군 생활 적응(12문항)

↓

인구 통계학적 변인(10문항)

[그림 Ⅲ-1] 설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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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가. 군 생활 효용가치

군 생활 효용 가치 문항은 김옥란과 김완일(2014)가 고안한 군 생활 적응

척도 중 군 생활 효용 가치에 관련된 항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타당도가 낮고,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부하

량이 낮은 7번 문항(“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을 제외하고 재구성하였

다. 본 척도의 예시로는 “나는 군대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지금 내가 하는 군 생활은 전역 후의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등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

성된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군 생활 효용

가치 문항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1 이었다.

<표 Ⅲ-2> 군 생활 효용 가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항목 공통성 군 생활 효용 가치

가치4 .678 .823

가치2 .622 .789

가치3 .590 .768

가치5 .577 .759

가치6 .567 .753

가치1 .529 .727

KMO : .901 Bartlett : 1142. 466

신뢰도 : .881

고유값 4.195

분산비율 59.932

누적분산비 5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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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 통계학적 변인(통제 변인)

병사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선행연구(권세기, 2011; 구승신, 2004)를 바탕으로 군 생활 적응과 관

련 있는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계급, 보직, 소속 부대, 나이,

학력, 건강 상태, 체력 수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S.E.S.), 입대 전 생

활 만족도, 전역 이후 진로 기대 등 총 10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이중 계급,

보직, 소속 부대, 나이, 학력, 휴식방법을 명목 척도로, 건강 상태, 체력, 수

준, 입대 전 만족도, 전역 후 진로 기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S.E.S.)

을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다. 군부대 환경

군부대 환경은 병사들이 근무하는 부대의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복무 여건

과 정서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조직 분위기로 구분하였다. 먼저 복무 여건

은 선행연구(권세기, 2011; 손희락, 2000; 전동우, 2010)를 참고하여 봉급

만족도, 휴대전화 사용 허용 만족도, 생활관 쾌적도, 휴식 여건 보장 만족

도, 냉난방 ·복지시설(PX, 면회시설 등) · 위생시설(화장실, 세면실) · 보급품

만족도의 총 8문항으로 제작하였다.

군 생활 분위기는 Koys & DeCotis(1991)가 제작하고 이종호(1996)가 번

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Koys & DoCotis(1991)은 조직 분위기를 8요인으로

분류했으나, 이종호(1996)는 한국군 부대의 조직 분위기 특성에 적합한 요

인으로 신뢰성, 응집성, 지원성, 인정성의 4요인을 제시하였으며, 탐색적 확

인 분석 결과에서는 1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1문

항씩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 부대 선

임과 간부는 신뢰할 수 있다.”(신뢰적 분위기), “우리 부대는 서로 잘 돕는

다.”(응집적 분위기), “도움이 필요할 때 부대 간부와 선임에게 요청할 수

있다.”(지원적 분위기), “우리 부대에서는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기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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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인정적 분위기 역문항)

부대 환경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복무 여건과 조직 분위기의 2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조직 분위기는 4요인으로 구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이종호(1996)의 연구에서와 같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

었으며 신뢰적 분위기 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아 전체 조직 분

위기를 신뢰적 분위기라고 명명하고 1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복무 여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1 이었으며, 신뢰적 분위기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6 이었다.

<표 Ⅲ-3> 군부대환경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및 신뢰도

문항 공통성 복무 여건 신뢰적 분위기

복지시설 .659 .812 -.382

위생시설 .653 .786 -.221

보급품 만족 .497 .701 -.406

휴식보장 .484 .663 -.510

냉난방시설 .485 .659 -.521

생활관 쾌적도 .487 .624 -.580

월급 만족 .293 .541 -.267

스마트폰 사용 .298 .476 -.468

신뢰적 분위기 .715 .609 -.810

응집적 분위기 .716 .643 -.795

지원적 분위기 .712 .661 -.782

인정적 분위기 .540 .620 -.645

KMO : .914 Bartlett : 23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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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 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는 김옥란과 김완일(2014)가 제작한 군 생활 적응 척도 중 임

무수행 자신감과 심신 건강의 12문항을 활용하여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군 생활 가치, 임무수행 자신감, 심신 건강, 이성친구 ·상관 ·동

료 관계의 6요인으로 구성되지만, 군 생활 적응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심

신 건강과 임무수행 자신감의 2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심신 건강 7문항과

임무수행 자신감 5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이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의 예시는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속한 편이다.”(임무수행 자신감), “나는 요즘 우울하다.”(심신 건강)이며,

임무수행 자신감과 심신 건강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심신 건강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7 이었으며, 임무수행 자신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32, 심신 건강과 임무수행 자신감을 포함한 군

생활 적응의 전체 신뢰도는 .892 였다.

신뢰도 : .861(복무 여건) / .886(신뢰적 분위기)

고유값 5.795 1.215

분산비율 48.293 10.122

누적분산비 48.293 58.415



- 43 -

<표 Ⅲ-4> 군 생활 적응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및 신뢰도

* : 역채점 문항

문항 공통성 심신 건강 임무수행 자신감

*심신4 .660 .785 -.193

*심신7 .557 .735 -.467

*심신5 .594 .731 -.566

*심신1 .566 .697 -.582

*심신6 .541 .645 -.620

*심신3 .386 .621 -.295

*심신2 .438 .572 -.568

*능력2 .562 .489 -.734

*능력4 .569 .639 -.659

능력5 .429 .428 -.640

능력3 .128 -.084 .345

능력1 .118 -.195 .341

KMO : .904 Bartlett : 1545.907

신뢰도 : .837(심신 건강/ .732(임무수행 자신감) / .892(전체 신뢰도)

고유값 5.346 1.385

분산비율 44.550 11.547

누적분산비 44.550 5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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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97부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본 분석에 앞서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를 확인한 후 척도와 문항을 재구성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

고,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Scheffé 기법을 활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군 생활 효용가치, 복무 여건, 신뢰적 분위기, 군 생활 적응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군 생활 효용가치, 복무 여건, 신뢰적 분위기가 군 생활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차이 검증 결과 군 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인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후에도 독립변인이 군 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군 생활 적응에 대한 군 생활 효용가치와 복무 여건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평균 중심화 방

법을 통해 군 생활 효용가치와 복무 여건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다중공

선성의 문제를 예방하였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 적응에 대한 군 생활 효용가치와 신뢰적 분위기의 상

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평균중

심화 방법을 통해 군 생활 효용가치와 신뢰적 분위기의 상호작용항을 구성

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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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군 생활 적응

본 연구에 참여한 병사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표 Ⅳ-1>에서 제시하

였다. 먼저 계급별로는 이병이 15명(3.8%), 일병이 171명(43.1%), 상병이

118명(29.7%), 병장이 93명(23.4%)였다. 연구에 참여한 이병의 표본의 크기

가 작았으나 정규성 검증 결과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계급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보직은 전투병이 182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병이 80명

(20.2%), 기술병이 44명(11.1%) 기타가 91명(22.9%) 순이었다. 일원 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 보직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병사들의 평균 나이는 21.7세였으며 21세가 164명(41.3%)로 가장 많고, 22

세 142명(35.8%), 23세가 49명(12.3%), 24세 이상이 24명(6%), 19∼20세가

 18명(4.5)%의 순이었다.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에 따른 군 생

활 적응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병사들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혹은 졸업한 병사가 221명으로

55.7%였으며, 전문대 재학 및 졸업한 병사는 83명(20.9%),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9명(22.4%),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한 병사가 4명(1%) 이었다. 이

중 표본의 크기가 작은 대학원 재학 및 졸업 병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

며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특급이 114명, 1급이 106명, 2급 75명, 3급

 58명, 4급 이하는 44명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체력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일원 분산분석 결과 체력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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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는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병사들이 163명으로 41.1%를 차지

했으며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병사가 106명, 보통 96명, 건강이 좋지 않

거나 매우 좋지 않은 병사는 32명으로 약 8%를 차지했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군 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병사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병사가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병사보다는 건강이 보통 이상인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도가 더

높았다.

 입대 전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126명, 157명으로 약 70%를 차지

했으며 보통인 병사가 90명으로 22.7%, 불만 혹은 매우 불만은 24명으로 

약 6%로 대부분의 병사가 입대 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일원 분산분

석 결과 입대 전 생활 만족도에 따라 군 생활 적응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입대 전 생활에 매우 불만족했던 병사보다는

만족, 매우 만족했던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았고, 불만족한 병사보

다 매우 만족한 병사의 군 생활 적응도가 더 높았다.

 한편 전역 후 진로 기대가 매우 희망적 혹은 희망적이라고 답한 병사는

 168명으로 대부분의 병사가 전역 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희망

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병사는 41명이었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 전역 후 진

로 기대에 따라 군 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기

대가 보통 이하인 병사들보다 희망적이거나 매우 희망적인 병사들의 군 생

활 적응도가 더 높았다.

 입대 전 사회 경제적 지위(S.E.S.)는 매우 풍족 25명, 풍족한 편 80명이었

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병사가 231명, 부족한 편 및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병사가 각각 52명, 9명이었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 사회 경제적 지

위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사후분석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

이는 나이, 건강, 입대 전 만족, 진로 기대, SES에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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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건강, 입대 전 만족, 진로 기대에 따라 군 생활 적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 변인 중 건강, 입대 전 만족, 진로

기대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Ⅳ-1>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차이 검정 결과 (N = 397)

구분
군 생활 적응

N 평균 S.D. F(p) Scheffé

계급

이병 15 8.25 1.12

1.390 n/a
일병 171 7.55 1.38

상병 118 7.42 1.30

병장 93 7.62 1.47

보직

전투 182 7.41 1.50

1.123 n/a
행정 80 7.75 1.23

기술 44 7.64 1.31

기타 91 7.59 1.29

나이

19∼20세 18 7.69 1.68

2.5* n/a

21세 164 7.70 1.33

22세 142 7.29 1.38

23세 49 7.46 1.45

24세 이상 24 8.08 1.13

학력

고졸 이하 89 7.36 1.49

.640 n/a전문대 이상 83 7.57 1.23

4년재 이상 225 7.60 1.38

체력

4급 44 7.01 1.55

2.246 n/a

3급 58 7.66 1.34

2급 75 7.36 1.37

1급 106 7.69 1.37

특급 114 7.69 1.38

건강

매우 나쁨 5 4.79 1.28

18.316***
a<b,<c

,d,e

좋지 않음 27 6.53 1.31

보통 96 7.02 1.06

건강 106 7.4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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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매우 건강 163 8.11 1.43

입대전

만족

매우 불만족 5 6.12 1.25

9.991***
a<d,e

b<e

불만족 18 6.56 1.20

보통 90 7.10 1.19

만족 157 7.57 1.35

매우 만족 126 8.05 1.46

진로

기대

부정적 41 6.68 1.30

13.198*** b,c<d,e
보통 168 7.26 1.31

희망적 132 7.96 1.27

매우 희망적 56 8.02 1.63

SES

하 61 7.54 1.55

3.703** n/a
중 231 7.38 1.37

중상 80 8.06 1.35

상 25 7.7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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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효용가치, 조직 분위기, 복무 여건의 기술 통계 값

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표 Ⅳ-2>에 제시하였다. 병사들의 군 생활 적

응의 평균은 3.69, 군 생활 가치는 3.48, 조직 분위기는 3.72, 복무 여건 만

족은 3.5으로 군 생활 환경과 효용가치가 평균이상이고 군 생활 적응도 높

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변인은 첨도와 왜도의 최대값이 각각 절대

값 1을 넘지 않아 정규성에 문제가 없었다(Kline, 2005).

또한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군 생활 적응은 조직 분위기(r=.40, p<.01)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군

생활 가치(r=.36, p<.001), 복무 여건(r=.29, p<.01) 순이었다. 또한 군 생활

가치는 복무 여건과 가장 큰 상관관계(r=.69, p<.01)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표 Ⅳ-2>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N = 397)

　 　 1 2 3 4 5-1 5-2 5-3

1 군 생활 적응 1 　 　 　 　 　 　

2 효용 가치 .36** 1

3 조직 분위기 .40** .54** 1

4 복무 여건 .29** .69** .67** 1

5-1 건강 .40** .30** .21** .27** 1

5-2 입대전 만족 .31** .20** .19** .16** .28** 1

5-3 진로 기대 .29** .22** .10* .13** .31** .42** 1

평균 3.69 3.48 3.72 3.50 3.99 3.96 3.53

표준편차 .70 .79 .70 .74 1.02 .92 .85

왜도 -.19 -.03 -.24 .05 -.66 -.67 .15

첨도 -.45 .13 .21 .12 -.44 .13 -.6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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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1

군 생활 효용가치와 부대 분위기, 복무 여건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

중 군 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었던 변인인 건강과 전역 후 진로 기대, 군

입대 전 생활 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군 생활 효용가치와 조직 분위기,

복무 여건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 중 군 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었던 건강과 전역 후 진

로 기대, 군 입대 전 생활 만족도는 회귀 모형이 적합했고(F=34.873,

p<.001),  의 F 변화량에 따른 유의 확률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

하는데 유의하였으며(F=34.873 p<.001) 군 생활 적응의 21.2%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군 생활 효용가치와 조직 분위기, 복무 여건을 추가한 모형은 회귀

모형이 적합했고(F=29.285, p<.001),  의 F 변화량에 따른 유의 확률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하였으며(F=18.886, p<.001) 군 생

활 적응의 총 31.3%를 설명할 수 있었다. 즉, 군 생활 효용가치와 조직 분

위기, 복무 여건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로 군 생활

적응을 10.1%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로 투입한 군 효용가치와 조직 분위기가 군 생활 적응에 유의한

반면, 복무 여건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대 분위기(β=.315)

가 군 생활 효용가치(β=.139)보다 상대적으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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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군 생활 적응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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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B β t(p)   △  F

1

단

계

건강 .435 .066 .315 6.56*** .212 .212 34.873***

입대전만족 .260 .077 .169 3.36**

진로 기대 .200 .085 .121 2.37*

2

단

계

건강 .350 .064 .253 5.44*** .313 .101 29.285***

입대전만족 .185 .073 .120 2.53*

진로 기대 .188 .080 .113 2.35*

효용가치 .036 .015 .139 2.31*

조직 분위기 .159 .029 .315 5.49***

복무 여건 -.220 .127 -.11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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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문제 2

군 생활 적응에 대한 군 복무 여건과 군 생활 효용가치의 상호작용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과 상호

작용 항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평균 중심화 방법을 사용하였으

며, VIF와 다중공선성은 최대 5.456(효용가치×복무 여건)으로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군 복무 여건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생활 효용가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군 생활 효용가치와 복무 여건을 독립변수로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한 결과 회귀 모형이 적합했고(F=27.088, p<.001),  의 F 변

화량에 따른 유의 확률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하였으며

(F=12.356 p<.001), 군 생활 적응의 총 25.9%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 군 생활 효용가치는 유의했으나, 군 복무

여건은 유의하지 않았다.

군 생활 효용가치와 복무 여건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한 결과 회귀 모형이 적합했지만(F=22.542, p<.001)),  의 F 변화량

에 따른 유의 확률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F=.123 p=.726),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지 못했다. 즉, 군 생활 효용가치와 복무 여건의 상

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또한 독립변인인 군 복무 여건과 조절 변인인 군 생활 효용가치의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1SD 지점을 연결한 개별 회귀선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군 생활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병사들은 복무 여건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이 낮은 병사 보다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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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효용가치와 복무 여건 상호작용 검증 결과 (N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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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 효용가치와 복무 여건의 상호작용

B SE B β t(p)   △  F

1

단

계

건강 .352 .067 .255 5.283*** .259 .259 27.088***

입대전만족 .227 .076 .148 3.005***

진로 기대 .166 .083 .100 2.014*

효용가치 .048 .016 .187 3.025**

복무 여건 .113 .116 .059 .972

2

단

계

건강 .353 .067 .255 5.281*** .250 22.542***

입대전만족 .227 .076 .147 2.996***

진로 기대 .161 .084 .097 1.922

효용가치 .048 .016 .187 3.021**

복무 여건 .110 .116 .058 .947

효용가치×

복무 여건
.004 .011 .01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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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문제 3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신뢰적 조직 분위기와 군 생활 효용가치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평균 중심화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VIF값이 4.078(신뢰적 분위기×효용가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부대 분위기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생활 효용가

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군 생활 효용가치, 신뢰적 분위기를 독립변수로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한 결과 회귀 모형이 적합했고 (F=34.367, p<.001),  의

F 변화량에 따른 유의 확률이 유의하여(F=26.696 p<.001),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군 생활 적응의 총 30.7%를 설명할 수 있었

다. 이는 군 생활 효용가치와 신뢰적 분위기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 군 생활 적응의 9.5%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군 생활 효용가치와 신뢰적 분위기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군 생

활 적응을 예측한 결과, 회귀 모형이 적합하고(F=29.916, p<.001),  의 F

변화량에 따른 유의 확률이 유의했고(F=5.616, p=.018), 군 생활 적응의 총

31.7%를 설명할 수 있었다. 즉, 군 생활 효용가치와 신뢰적 분위기의 상호

작용 효과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군 생활 효용가치, 신뢰적 분위기를 통

제한 상태에서 군 생활 적응의 약 1%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는

병사의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의 정도에 따라 신뢰적 분위기가 군 생활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군 생활 효용가치는 신뢰적 분위기와 함께 투입되었을 때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군 생활 효용가치와 신뢰적 분위기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주효과를 가리는 masking effect로 볼 수 있다(최

제호, 2007)

또한 독립변인인 신뢰적 분위기와 조절 변인인 군 생활 효용가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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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하여 ±1SD 지점을 연결한 개별 회귀선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

를 확인한 결과, 신뢰적 분위기가 형성될수록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

군 생활 효용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군 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그림[Ⅳ-2]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뢰적 분위기와 군 생활 적응은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 정도에 따라 그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뢰적 분위기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신뢰적 분위기가 형

성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군 효용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군 생

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군 생활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병사는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이 낮은 병사보다 신뢰적 분위기

가 형성될수록 더 군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표Ⅳ-5> 효용가치와신뢰적분위기의상호작용검증결과 (N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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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B β t(p)   △  F

1

단

계

건강 .173 .032 .250 5.357** .309 .309 28.715***

입대전만족 .102 .038 .133 2.696*

진로 기대 .099 .040 .119 2.449***

효용가치 .081 .047 .090 1.727

신뢰적분위기 .268 .051 .266 5.249***

2

단

계

건강 -.030 .040 -.034 -.747** .318 .09 25.693***

입대전만족 .100 .038 .131 2.658*

진로 기대 .083 .041 .101 2.060***

효용가치 .078 .047 .088 1.682

신뢰적분위기 .274 .051 .272 5.391***

효용가치×

신뢰적

분위기

.110 .047 .101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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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효용가치와 신뢰적 분위기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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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가. 논의

본 연구는 군 생활의 효용가치 인식이라는 병사들의 개인적 특성과 복무

여건,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의 군부대 환경 요인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병사 개인이 인식하는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부대의 복무 여건 및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효용가치 인식과 복무 여건 및 조직 분위기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97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군 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과 군부대의 복무 여건, 조직 분위기와

군 생활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 복

무 여건, 군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와 군 생활 적응이 서로 관련 있으며 효

용 가치 인식, 복무 여건, 군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가 좋을 때 군 생활 적

응도도 높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 후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는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

었던 반면, 복무 여건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무 여건 자

체는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와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없었다.

복무 여건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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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은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은 독립된 것으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과 직무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위생요인은 서로 별개의 차원이다

(Herzberg, 1968). 위생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임금이나 작업 환경, 보상, 정

책으로 이러한 요인이 결핍 시에는 불만족을 느끼지만, 이러한 것들이 충

족되어도 직무 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Herzberg, 1968). 본 연구에서

생활관 쾌적도, 복지시설, 월급, 휴식 여건, 핸드폰 사용 허용 등 군부대의

복무 여건들은 위생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기 위생 이론에 따르면 이러

한 위생요인은 필요 이상으로 충족되면 더 이상 군 생활 적응에 더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생요인이 군 생활 적응에 유

의하지 않았던 것은 위생요인이 이미 충족되어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 만족 및 불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사

들의 복무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점으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3.7점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이정휘(2008)가 Herzberg(1968)의 위

생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군 생활 적응을 연구한 결과에서 복무 여건이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당시의 군 복무 여건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군 복무 여건이 더 이상 불만족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복무 여건이 군 생활 효용가치나 조직 분위기와 함

께 투입 시에는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는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하는데 유의했으

며, 복무 여건 및 군 생활의 효용가치와 비교 시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 생활을 하여 구

성원 간 상호작용이 많고, 인화단결을 중요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조직

의 분위기가 구성원들의 군 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구승신, 2005; 김화경, 2013; 이성열, 2011; 이종

호, 1996; 현석범, 2008). 따라서 군 조직에서는 구성원 간 신뢰적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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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병사 개인의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은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었으

며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군에 잘 적응했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유사하다(정은경, 하양숙, 2014; 홍서현, 2013).

병사들이 인식하는 군 생활의 효용가치란 군 생활을 통한 개인의 신체

적,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홍서현, 2013). Herzberg(1968)는 업무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으로 성장, 인정, 발전 및 업무 내용

자체와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동기요인은 충족되지 않아도 불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충족될수록 직무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

군 생활의 효용가치는 성장에 있으므로, Herzberg(1968)의 동기요인과 일

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군 생활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군

생활 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대해 긍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직무에 만족하고, 군 생활 적응도도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복무 여건과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 간 상호

작용은 없었다. 군 생활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병사들은 복무 여건에

상관없이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이 낮은 병사들보다 군 생활 적응도가 높

았다. 즉, 군 생활 효용 가치가 높은 병사들은 복무 여건이 다소 좋지 않더

라도 군 생활 효용가치가 낮고 복무 여건이 좋은 병사들보다 군 생활 적응

도가 높았다. 이는 군 복무 여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병사들의 필요와 욕

구를 충족해 준 상황에서는 복무 여건이 군 생활 적응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이 군 복무 여건보다 군 생활 적응

에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 생활 적응을 위해 군 생활 효용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와야 하며, 병사들의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 및 성장

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조직 분위기와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이 조직 분위기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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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병사는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이 낮은 병사보

다 조직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군 생활 적응도가 훨씬 향상되었다. 이는 군

생활 효용가치를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

식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신뢰적 분위기는 구성원 개개인 간의 신뢰가 바탕

이 돼야 하기 때문에(이종호, 1996), 조직의 분위기가 신뢰성이 형성되었을

때, 군 생활과 그 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시사점

본 연구는 병사들이 군 생활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

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으며 국가와 국

민을 수호하는 국방의 의무는 그 자체로 숭고하고 신성한 것이다. 따라서

군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과 충성심, 군인정신

을 갖고 군 복무에 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병사들의 군 복

무에 대한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의무 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병사의 군 복무에 대한 유인가나 사회적 보상이 부족한

현실에서 병사들이 군 생활에 대해 애국심이나 충성심, 군인정신에서 비롯

된 내재적 동기를 갖기는 어려울 수 있다(김정은, 2016).

오히려 병사들은 군 복무에서 오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며 군

복무 경험이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한다(전동우, 2010). 따라서

병사들이 군 생활에 대한 가치 판단은 획득 가치나 내재적 가치보다 효용

가치에 가깝다는 점에서 효용가치 인식 연구는 실상과 괴리가 적을뿐 아니

라 활용에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군 생활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효용적 가치는 한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정은경, 하양숙, 2014)

학업 상황에서의 효용가치 인식이 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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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제에 대한 참여 및 성취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imons & Lens, 2004). 마찬가지로 군 생활이 어떻게 자신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효용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히 조직의 신뢰적 분위기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복무 여건 및 조직 분위기 개선도 중요하지만, 병사 개인이 군

생활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특히 효용가치 인식을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와 과업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Simons, & Lens, 2004), 군에서는 먼저 병사들이 인

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대다수의 병사들은 21∼22

세로 발달단계 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며 이 시기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

성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자신의 삶의 목적에 군 생활의 경험이 어떠한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효용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교육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

보다 학생 스스로가 과제를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의미와 가치를 고심했을 때, 보다 쉽게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Hulleman, et al., 2010), 군 생활의 유용성 역시 간부

에 의해 직접 교육되기 보다는 병사 스스로가 직접 고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 복무 중에는 군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군 생활의 효용가치를 인

식하기 어렵지만, 군 복무 전이나 군 복무 이후에는 군 생활의 가치를 인

식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 있다(홍서현, 2013). 따라서 군 생활 중에는

군 생활의 가치 인식을 위한 교육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군 입대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제의 효용 가치

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은 과제 수행 도중보다는 수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Canning, Harackiewicz, Priniski, Hecht,

Tibbetts, & Hyde, 2018). 특히, 군 입대가 임박한 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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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등학생들이 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한경재 등, 2010),

군 생활에 대한 효용가치를 증진을 위한 개입이 대학 이전에 이루어진다

면, 충분히 병사들의 군 생활 가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군은

군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군 생활의 효용가치를 홍보 및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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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육군의 2개 부대만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

했으며,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참여자의

자발성이 높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참여를 희

망하는 병사들의 적극적인 성향이 반영될 수 있어 이 연구 결과를 군 전체

로 일반화하기는 제한된다. 특히 일반 육군보다 복무 기간이 긴 공군이나

지원제 형식으로 입대하는 해병대 병사들의 군 생활 효용 가치 인식 역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연구 대상을 육군, 해군, 공군, 해

병대의 다양한 부대로 확대하고 연구 참여자 모집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 이종호(1996)이 구

성한 군 조직 분위기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종호(1996)는 군 조직의 분위기

로 외국군과 민간기업의 조직 분위기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성, 응집성, 지

원성, 인정성의 4개의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하였다(구승신, 2004; 김화경, 2013; 엄덕희, 2009; 이성열, 2011). 하지

만 이종호(1996)의 연구에서도 분위기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이 지배적이었으며,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신뢰적 분위기, 응집적 분위기, 지원적 분위

기, 인정적 분위기는 각각 구별되는 4개의 요인이 아니라 단일한 차원의

동일한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2000년 대 이후 병영문화 혁신, 서번트 리더십 도입 등

한국군의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종호

(1996)가 군 조직 분위기를 4요인으로 개념화할 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시에는 군 조직 분위기의 요인을 자

율성, 공정성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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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기 횡단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

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즉, 선행 연구를 통해 군 생활 환경이 긍정적이

고 군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군 생활에 잘 적응했을 것으로 가정

하였지만, 반대로 군 생활에 적응한 병사가 군 생활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군에 대한 효용가치를 높게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변수 간의 방향을 특정하였지만, 이는 향

후 장기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65 -

참 고 문 헌

강성록, 김용주, 구자일, 고재원(2015). 군복무 부적응 식별을 위한 도구의

제안 : 입대 전, 군 복무 중의 경험과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1(3), 79-102

공중기(1994). 사병들의 군생활 적응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구승신(2004).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서울

구승신(2005).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국방정책연구 21(2), 199-216

국방부(2013). 정신교육 기본교재. 대한민국 국방부, 서울

국방부(2018). 국방 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서울

국방부 군종실(2001).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 대한민국

국방부, 서울

국방정신전력원(2019). 2019 한국군 사회조사; 장병 행동 및 가치관

연구. 국방정신전력원, 서울

권세기(2011). G세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高麗大學校 經營情報大學院, 서울.

권소영, 김완일(2016). 군 병사의 집단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3.4, 149-176.



- 66 -

권인혁(2004). 신세대 장병의 의식성향과 군조직 스트레스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한남대학교 사회문과과학대학원, 대전

권태은(2003). 陸軍事故의 原因과 豫防對策에 關한 硏究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김명중(2000). 신세대 사병의 군인정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수원대학교, 경기도

김선영(2016). 군 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2(2), 127-156.

김선영(2019). "군 복학생들의 내재적 삶의 전환 경험." 교양교육연구 13.1

: 227-253.

김상균,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2. 1-277.

김성식(2003). 군 병사들의 불안 그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김세원, 신창식(2015).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16-227.

김옥란, 김완일(2014).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627-1646.

김옥희, 차주환(2015). 전역자의 군복무경험의 인식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309-324.



- 67 -

김윤근(2007). 병사들의 군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관계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은미(2011). 병사들의 군 복무 적응에 영향을 주는 입대 전 생활사와

성격 특성 탐색 (석사학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경기도

김정은(2013). 병사의 군생활 적응 위한 스트레스 대처모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6.2, 5-38.

김정은(2016). 병사의 자기효능감과 군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내재적 입대

동기의 매개 및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3.2 (2016): 41-56.

김정은(2017). 병사의 그릿과 가족탄력성, 군 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와

진로확신의 잠재평균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10.2, 5-27.

김재홍(2010). 학술논문 : 군(軍) 조직(組織)에서 조직문화(組織文化)가

조직(組織)의 임무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군사논단 63. 101-126.

김재희(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광주.

김효영(2008). 군복무 스트레스에 따른 군생활 적응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혜정(2007). 병사들의 임파워먼트와 군생활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2007.2, 473-479.

김화경(2013).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환경지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제주대학교,



- 68 -

제주도

나정순, 이은경, 정지윤, 남은혜, 권은혜, 황선영(2008).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심층면접 연구. 군진간호연구 26.1. 148-159.

노해림, 김희경, 박승희, 양지연, 이우재, 전지혜, 조민경, 심은정(2015). 군

복무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혼합적 연구: 학업,

대인관계, 진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621-642.

문제원(2019.06.05). "군단장 보직해임해달라"…청와대 청원하는 장병들.

아시아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0511292703160

민진(2011).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8(3), 91-121.

박양근(2014). 진짜 사나이는 웃으면서 군대 간다. 행복에너지 서울

박영주(2006). 병사의 군대적응요인과 사회복지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신라대학교, 부산

박영주, 정원철(2006). 병사의 군 부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硏究 22.2 73-93.

박종효.(2013). 학교 환경과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 탐색. 열린교육연구.

21(1), 101-128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1. 23-52.

서미경, 박근우, 이규화(2013). "군복무를 통한 병사의 성장과 탄력성,

대인관계의 변화."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5-34.



- 69 -

서미경, 박근우, 이규화(2013). "군복무를 통한 병사의 성장과 탄력성,

대인관계의 변화."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2013): 5-34.

서혜석(2006). 신세대 병사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연구.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7-332.

서혜석(2008).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 기효능감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연구, 36(3), 23-41.

서혜석, 김정은(2009). 육·해군병사의 진로발달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6), 25-43.

서혜석, 이대식(2008). 신세대 병사의 진로발달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6.1, 33-49.

손강숙,정소미(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8.

309-309.

손지원(2006). 군 입대후 환경과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손희락(2000). 신세대 장병의 스트레스가 부대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서울

송경재, 한민, 배준성, 한성열(2010). 입대 동기가 육군 병사와 해병대원의

군 생활과 미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4), 469-485



- 70 -

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군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탈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군사회 복지학, 7:1, 63-95

신종호, 유승민, 서은진(2008). 지각된 수단성, 숙달목표지향성,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9(4), 23-37.

신태수(1981). 軍隊組織 構成員의 自我正體感과 軍隊生活에의適應과의

關係硏究. (석사학위) .延世大學校

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2007). 상담일반 ： 군복무 부적응 실태 및

인권침해 경험과의 관련성. 상담학연구, 8(2), 425-435.

양낙규(2016). 군을 말하다. 서울: 이케이북.

엄덕희(2009).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엄덕희(2012).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 11, 31-61.

연미선, 문재우(2018). 병사의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군사회복지학, 11. 2, 5-24.

오명자, 박희현, 이주희, 권재환(2013).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14(2), 1051-1065.

오현철(2012).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71 -

유승희(2019).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근로환경과 일 외 생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硏究 35.4, 53-79.

유연웅(2012). 병사들의 군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5.2. 5-30.

윤주경(2020. 10. 10). "병사 복지 좋아졌다는데…군 자살사고는 오히려

증가".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0021800001

윤호연(2015).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한세대학교, 경기도

은주희, 최진실(2020) "고등학생의 자율적, 통제적 동기와 학업태도

관계에서 학교환경의 조절효과 :학습시설만족도, 교사전문성,

수업분위기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4 (2020): 621-643.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Ⅰ: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32.

이새롬(2012). 군 부적응 병사의 군 적응을 위한 관계성 향상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성열(2011).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이윤희(1963). 군대생활에의 적응.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72 -

이제성(2001). 신세대 병사들의 병영생활과 군 복지 향상방안 연구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서울

이종기(2003). 신세대 장병 관리를 위한 상담기법 연구 (석사학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대전

이종호(1996). 군 조직에서 신입원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이혜주(2019).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Double ABC-X 모델 적용 (박사학위). 중앙대학교, 서울

임동조(2018). 병사의 군적응 및 부적응 관련 국내연구 동향 (석사학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도

임영섭(2015). 다문화장병의 군생활 적응 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경기도

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손영우(2016). 군 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관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1-25

임홍택(2018). (간담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생이 온다. 서울: 웨일북.

장경숙(2008). 신세대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성규, 이상규, 최종혁(2014). 군 부적응 병사들의 기질 성격 특성,

회복탄력성 및 예측요인에 관한 대조군 연구. 신경정신의학. 53.3.



- 73 -

178-185.

전동우(2010). 군 입대동기와 입대유형(징집, 모집)이 심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전찬부(2016). 군 장병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정민화(1998). 신세대 현역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력 향상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충남대학교, 충청남도.

정원철, 박영주(2011). 병사의 군부적응 및 적응력향상 관련 국내

연구동향의 개관. 청소년학연구 18.1 49-71.

정원철, 지향숙(2014). 군 생활스트레스가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11-320.

정은경, 하양숙(2014).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군 생활 만족도가 제대

군인의 군 경험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군진간호연구. 32(1), 53-65.

정의순(1980). 韓國女性運動者의 實態와 勞動條件에 關한 硏究.

(석사학위). 延世大學校.

조추용(2015). 군장병들의 대인관계와 조직헌신이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개인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

8(2), 97-125.

조현묵(2013). 카투사의 군 생활 적응 영향요인 연구(석사학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주지향, 정구철(2019). 대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 74 -

투지 및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240-251.

진석범(2001).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천세구, 채성기, 이재창(2016). 병사들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7.2, 31-57.

최명선, 구남웅(2008).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 관의 공감능력, 친밀도와

부하의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27-124

최은진, 박희현(2012).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중재효과. 人間發達硏究 19.3 : 129-146.

최영찬(2014). 신세대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경희대학교, 서울

최제호(2007). 통계의 미학 = Statistical Thinking, Eastasia.

한수미, 노병일(2016). 근로여건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2), 357-367.

현석범(2008). 친애동기·조직몰입·정서적 환경지각과 군 생활 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감정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홍서현(2013). 군대 경험이 갖는 삶의 의미: 해병대 예비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서울



- 75 -

Ahronson, A., & Cameron, J. E. (2007).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group cohesion in a military sample. Military Psychology, 19(1),

9–25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Holt,

Reinhart & Winston.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Ashforth, B. E. (1985). Climate formation: Issues and extension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837–847

Atkinson, J. W. (1957).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 359–372.

Berndt, T. J., & Miller, K. E. (1990). Expectancies, values, and

achievement in junior high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2), 319–326.

Bong, M. (2001). Between- and within-domain relations of academic

motivatio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task value, and achievement go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23–34.

Canning, E. A., Harackiewicz, J. M., Priniski, S. J., Hecht, C. A.,

Tibbetts, Y., & Hyde, J. S. (2018). Improv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in introductory biology with a utility-value intervention.



- 76 -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0(6), 834.

Cicchetti, D., & Aber, J. L. (1986). Early precursors to later depression: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In L.Lipsitt & C. Rovee–Collier

(Eds.), Advances in in fancy. 4, 81–137.

Cole, J. S., Bergin, D. A., & Whittaker, T. A. (2008). Predicting student

achievement for low stakes tests with effort and task valu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3(4), 609–624.

Durik, A. M., Vida, M., & Eccles, J. S. (2006). Task values and ability

beliefs as predictors of high school literacy choices: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2), 382–393.

Eccles, J., Adler, T. F., Futterman, R., Goff, S. B., Kaczala, C. M.,

Meece, J., and Midgley, C. (1983). Expectancies, values and

academic behaviors. In Spence, J. T. (ed.)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W. H. Freeman, San Francisco.

Eccles, J. S., & Wigfield, A. (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09–132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

Etzioni, A. (1961).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On Power, Involvement, and Their Correlates.

Free Press of Glencoe, New York.



- 77 -

Feather, N. T. (1982). Expectancy-value approaches: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N. T. Feather (Ed.), Expectations and

actions: Expectancy-value models in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Feather, N. T. (1988). Values, valences, and course enrollment: Testing

role of personal values within an expectancy-valence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381-391.

Field, R. G., & Abelson, M. A. (1982). Climate: A reconceptualization

and proposed model. Human Relations, 35(3), 181–201

Griffith, J. (2002). Multilevel analysis of cohesion's relation to stress,

well-being, identification, disintegration, and perceived combat

readiness. Military Psychology, 14(3), 217-239.

Griffith, J., & Vaitkus, M. (1999). Relating cohesion to stress, strain,

disintegration, and performance: An Organizing Framework.

Military psychology, 11(1), 27-55.

Halevy N, Y. Chou E, D. Galinsky A2011). A functional model of

hierarchy: Why, how, and when vertical differentiation enhances

group performance. Organizational Psychology

Review.1(1):32-52.

Herzberg, F. (1968) One More Time: How Do You Motivate

Employees? Harvard Business Review, 46, 53-62.

Hecht, C. A., Grande, M. R., & Harackiewicz, J. M. (2020). The role of



- 78 -

utility value in promoting interest development. Motivation

Science.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37/mot0000182

Hellriegel, D., and Slocum, Jr., J. W. (1974). Organizational climate:

Measures, research and contingenc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7(2): 255–280.

Hinshaw, R. P. (1942). The concept of adjustment and the problem of

norms. Psychological Review, 49(3), 284–292.

Hollingshead, A. (1946).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1(5), 439-447.

Hulleman, C. S., Durik, A. M., Schweigert, S. A., & Harackiewicz, J. M.

(2008). Task values, achievement goals, and interest: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2), 398–416.

Hulleman, C. S., Godes, O., Hendricks, B. L., & Harackiewicz, J. M.

(2010). Enhancing interest and performance with a utility value

interven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4),

880–895.

Janowitz, M. (1971). 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New York, NY: Free Press.

Jones A. P., & James, L. R. (1979). Psychological climate: Dimensions

and relationships of individual and aggregated work environment

percep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Performance,



- 79 -

23(2), 201–250

Kline, R. B. (2005).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Guilford Press.

Koys, D. J., & DeCotiis, T. A. (1991). Inductive measures of

psychological climate. Human Relations, 44(3), 265–285.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win, K1938). The conceptual representation and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forces. Duke University Contributions to

Psychological Theory , 1, (4), 247.

Ostroff, C. (1993). The effects of climate and personal influences on

individual behavior and attitudes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6(1), 56–90.

Parker, S. K. (2003). Longitudinal effects of lean production on

employee outcomes and the mediating role of work characteristic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4), 620–634.

Pintrich, P. R., & Schunk, D. H. (2002).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rentice Hall.



- 80 -

Rokeach, M. (1979). From the individual to institutional valu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values of science. In M. Rokeach (Ed.),

Understanding human values. New York, NY: Free Press.

Schneider, B. (1975). Organizational Climates: An Essay. Personnel

Psychology, 28, 447-479.

Schunk, D. H., Meece, J. R., & Pintrich, P. R. (2013). 학습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지원. 신종호(번역). 서울 : 학지사. (원서 출판 2012)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

449-464.

Simons, J., Dewitte, S. and Lens, W. (2004). The Role of Different

Types of Instrumentality in Motivation, Study Strategies, and

Performance: Know Why You Learn, so You’ll Know What You

Lear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43-360.

Stipek, D. (1993). Motivation to learn: From theory to practice

(2nd edi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Sto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Williams, R. M., Jr. (1949). The American soldier: Adjustment

during army life.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

II). Princeton Univ. Press.

Ulmer, W. F. (1987). The Army's new senior leadership doctrine.



- 81 -

Parameters, 17(4), 10.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oenens, B., Matos, L., &

Lacante, M. (2004). Less is sometimes more: Goal content matt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4), 755–764.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4), 548–573.

Weiner, B. (1990). History of motivation research in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616-622.

Wigfield, A., & Eccles, J. S. (1992).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task values: A theoretic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2,

265-310.



- 82 -

부 록

  본 설문은 용사 여러분의 군 복무 기간이 더욱 보람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연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본 설문에는 맞

거나 틀린 응답이 없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작성에 예상되는 시간은 약 

15분이며, 설문 작성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본 설문은 희망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원하지 않는 경

우 언제든지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집된 내용은 폐

기처분되어 연구에 활용되지 않으며, 참여 중단으로 인한 불이

익은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여러분의 계급, 보직, 나

이, 학력, 가정 형편이며 그 외에 여러분의 신원이 노출될 만한 

개인식별정보(이름, 연락처)는 일절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 책임자의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암호화

된 파일로 보관되며, 연구 책임자(박현규)와 지도교수(서울대학

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됩니다. 수집된 개

인정보는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할 예정이며,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연구 종료후 3년간 보관후 폐기하고, 연구자료는 

연구책임자(박현규)의 암호화된 컴퓨터에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는 경우 아래 동의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 담당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 석사과정 박현규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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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군부대의 복무 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번호 문  항 1 2 3 4 5

1
일과시간 후에는 근무를 제외하고 휴식 

여건이 잘 보장된다.

2
우리 부대의 위생시설(세탁, 세면 및 샤

워시설, 화장실)은 잘 갖추어져 있다.

3
우리 부대의 복지시설(면회시설, 휴식공

간, 게임장)은 잘 갖추어져 있다.

4
일과시간외 휴대전화 허용이 잘 지켜지

고 있다. 

5
한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인원수

는 적당한 편이다. 

6
냉 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춥거나 덥

지 않고 쾌적하다. 

7 부대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만족한다.

8
부대에서 지급되는 보급품은 양과 질에

서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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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부대의 분위기에 대한 문항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

되는 내용에 체크해주십시오. 

▣ 군 생활 효용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

되는 내용에 체크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1 2 3 4 5

1 우리 부대는 서로 잘 돕는다.

2 우리 부대 선임과 간부는 신뢰할 수 있다.

3
도움이 필요할 때 부대 간부와 선임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우리 부대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

을 받기 쉽지 않다.

번호 문  항 1 2 3 4 5

1
나는 군대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2
지금 내가 하는 군 생활은 전역 후의 사회생활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나는 군 생활이 대인관계능력을 키우는 기회라

고 생각한다.

4 군 생활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5
군 복무를 잘 수행하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떠

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6
군 생활 중에 어려운 일들을 잘 수행하고 나면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7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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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생활 적응도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체크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1 2 3 4 5

1
고함을 지르거나 무엇인가를 던지고 싶었

던 적이 있다.

2
군 생활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3 나는 틀에 짜인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

4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

다. 

5
나는 군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다. 

6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속한 

편이다. 

7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걱정이 된

다. 

8 사소한 일이라도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 

9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10 나는 요즘 우울하다

11
아무리 어렵고 힘든일이라도 배우면 할 

수 있다.

12
화가나면 어떤 식이든지 표현해야 직성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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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신상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번호 문  항 1 2 3 4 5

1 귀하의 연령은 ? 
19∼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이상

2 귀하의 최종학력은?
고교 

중퇴

고교 

졸업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

원

이상

3
입대 전 가정 형편(경제적 수

준)은 어떠하였습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4
입대 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5
전역 후 미래 진로에 대한 기대

는 어떻습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6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이병 일병 상병 병장

7 귀하의 보직은? 전투 행정 기술 기타

8
귀하의 체력 수준은 어떻습니

까?

4급

이하
3급 2급 1급 특급

9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10 부대 소속은 어디입니까? A부대 B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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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Unit Environment and

Recognition of Utility Value in

Military Life 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Hyunkyu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refers to an attitude and a way

of responding to military life, which was formed by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unit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oldier. Therefore, the military environmen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oldiers can predict and explain the adaptation to

militar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unit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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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orking conditions, which are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military

units and the perception of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which is

the individual factor of the soldier, 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And also, This study is conducted to verify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unit climate and utility value,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working condition and utility value 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Thu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33 soldiers in the army,

and 397 of them were surveyed to measure the unit climate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 military units,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an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working

conditions, trustful unit climate, an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unit climate and

military life value perception had an effect on military life adaptation,

whereas the effect of service conditions on military life adjust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re was no interaction for adaptation to military life between

the working conditions and the perception of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Soldiers who perceived high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were more adaptable to military life than soldiers with low awareness

of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regardless of their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utilit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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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ilitary life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military life.

Third,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for adaptation to military life

between the trustful unit climate and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In the case of high perception of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the

degree of adaptation to military life was much improved as the degree

of trust was formed, compared to soldiers with low perception of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not only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has an important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but also the effect is greater with a trustful unit climate.

Until now, studies 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have focused on the

intrinsic motivation and intrinsic value of soldiers, and the training of

soldiers in military units has also focused on thi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have an intrinsic motive for military life because most of the

soldiers are enlisted involuntarily due to the conscription rather than

voluntary enlistment.

In contrast, the utility value that military life can act positively in an

individual's life has not only been implicitly recognized in Korea, but

has already been proven through various empirical studies. In addition,

since enlisted soldiers can also accept more easily than their intrinsic

value or acquired value, they have the advantage of being consistent

with the actual level of the soldiers and having smoother education.

In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has a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a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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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can be further increased by interacting with the trustful unit

climate.

Therefore, military units should strive to create an atmosphere of

mutual trust in order to improve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and instruct soldiers to appreciate the utility value of military lif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focused on

the voluntary applicants of some units, and since it was conducted as a

short-term cross-sectional survey study,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ong-term longitudinal empirical study targeting members of various

units in the future.

keywords : Utility value, Military adjustment, Unit environment

Student Number : 2019-27116


	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Ⅱ. 이론적 배경 
	1. 군 생활 적응  
	가. 군 생활 적응  
	나. 군 조직의 특성  
	다. 신세대 병사의 특성  
	라. 군의 적응 지원 노력과 한계 

	2.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 생활 적응  
	가. 군 생활의 효용성 
	나. 기대-가치 이론  
	다.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 생활 적응  

	3. 군부대의 환경과 군 생활 적응  
	가. 군부대 환경 
	나. 조직 분위기와 군 생활 적응  
	다. 복무 여건과 군 생활 적응  

	4.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부대 환경 
	5. 통제변인 : 인구 통계학적 변인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2. 연구 절차  
	3. 연구 도구 
	4.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군 생활 적응 
	2.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3. 연구 문제 1
	4. 연구 문제 2
	5. 연구 문제 3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가. 논의  
	나. 시사점 

	2.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참고문헌 
	부록


<startpage>10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5
Ⅱ. 이론적 배경  7
 1. 군 생활 적응   7
  가. 군 생활 적응   7
  나. 군 조직의 특성   10
  다. 신세대 병사의 특성   12
  라. 군의 적응 지원 노력과 한계  14
 2.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 생활 적응   16
  가. 군 생활의 효용성  16
  나. 기대-가치 이론   18
  다.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 생활 적응   21
 3. 군부대의 환경과 군 생활 적응   25
  가. 군부대 환경  25
  나. 조직 분위기와 군 생활 적응   26
  다. 복무 여건과 군 생활 적응   29
 4. 군 생활 효용가치와 군부대 환경  32
 5. 통제변인 : 인구 통계학적 변인 34
Ⅲ. 연구 방법  37
 1. 연구 참여자   37
 2. 연구 절차   38
 3. 연구 도구  39
 4. 분석 방법   44
Ⅳ. 연구결과  45
 1.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군 생활 적응  45
 2.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49
 3. 연구 문제 1 50
 4. 연구 문제 2 52
 5. 연구 문제 3 54
Ⅴ. 논의 및 결론  57
 1. 논의 및 시사점   57
  가. 논의   57
  나. 시사점  60
 2.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63
참고문헌  65
부록 8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