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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시대에서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 및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의 관계에서 도덕
적 고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청주에 소재한 C대학교 재학생 647명을 대상으로 네 가
지 측정도구인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 이타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SPSS

프로그램과 AMOS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CFI=.937, TLI=.917, RMSEA=.0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결과는 첫째, 성격강점(인간애)와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덕적 고양은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 이타행동, 구조방정식 모형,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oral ele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in the times of convergence. 647 
college students in Cheongju were sampled. Four measurement instruments were employed; a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cale, Self-Control Scale, Moral Elevation Scale, and Altruistic Behavior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Fitness of the final 
model were CFI=.937, TLI=.917, RMSEA=.07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Second, 
according t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moral elevation had a mediating effect in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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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덕  무 심과 이기주의, 사람들 간의 소통의 부재 

 소외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문제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서로가 함께 잘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이타성

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간의 여러 정 인 

특성 에서 사회  계의 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타주의  성향이다. 

이러한 이타주의에 기 한 이타행동은 자신보다 타인

을 더 이롭게 하려는 분명한 동기를 갖고 행해진 사회  

행동으로서 [1], [2]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해 자기의 

불편을 감내하려는 이타 인 사람은 타인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타주의가 행복과 련이 있다는 이러한 연

구결과는 삶의 만족감과 심리  안녕감에 요한 요인이

라고 한 [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동안 이타행동

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몇몇  변인들과

의 련성 연구  로그램의 효과성을 규명한 연구들

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

여 이타행동의 성격과 그 특성을 악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많은 연구들이 아동이나 기 청소년을 연구

상을 한정해 오면서 이타행동이 더욱 강조될 수 있는 

성인 기 단계의 청년을 상으로 한 연구는 무한 수

이다. 한 이타행동  친사회  행동을 증진시키는 

변인으로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정서인 ‘공감’을 신

하여 정심리학의 맥을 함께 하는 정  도덕정서인 

‘도덕  고양’을 매개 변인으로 삼아 이루어진 연구는 거

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타행동에 향을 미

치리라 가정되는 개인 내  특성 변인으로서의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력, 도덕  고양 변인들이 이타행동

에 해 갖는 직 · 간 효과와 이들 간의 체 인 계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타행동에 향을 끼치리라 측되는 변인으로서 개

인 내  특성 변인인 성격강 (인간애)을 들 수 있다. 성

격강 이란 순간 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는 감정과는 달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

를 지속시켜주면서 좋은 느낌과 희열감을 나타내는 정

 특질인 것으로 간주된다[4]. [5]는 성격강 을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강 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 심을 갖는 성격강 은 6개 핵심덕목의 하나인 인간

애로서 이는 타인을 보살피고 이해하며 따뜻하고 친 한 

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강 들로 이해되며, 사랑, 친

성, 사회· 정서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6, 7]은 인간애 

성격강 을 통해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  계에서 유능

성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타행동과 상 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

구들은 성격강 의 인간애 덕목이 이타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험  근거가 되고 있다. 

이타행동에 련된  다른 개인 내  특성 변인의 하

나인 자기통제력은 순간 인 충동성과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으로 간주되며 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  응  

사회화를 돕는 데 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이기도 하

다. 자기통제력은 비도덕 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억

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연구자들[8, 9, 10]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11]은 [12]의 4구성요소모델에 해당되는 

변인이 어느 경로를 통해 권장행동과 지행동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도덕  행동표출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덕  실행능력을 나타내는 

자기통제력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이자 도덕  실행능력으로서의 자기통제력

은 비도덕 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도덕  행동표출에 향을 미친다는 요인으로 이해된다

는 것이다[13].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이 

이타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험  근거가 

되고 있다.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력이 학생의 이타행동

에 직 으로 향을 끼치는 변인일 것으로 측하는 

것과 함께 이들 변인들과 학생의 이타행동 간에 도덕

 고양이라는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임을 측

해 볼 수 있다. 도덕  고양은 모범 인 행동을 하는 사

람의 행동을 목격하여 느끼게 되는 도덕 인 정  정

서로 간주된다[14]. [15]는 도덕  고양이 높은 사람은 다

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며, 인간애에 해서 보다 정

인 감정을 가지며 이타행동에도 향을 끼친다고 보고하

고 있다. 한 도덕  고양이 이타행동을 매개할 수 있는 

요한 정  정서라고 주장한 [16]의 연구결과와 주장

은 도덕  정서에 해당하는 도덕  고양이 이타행동에 

한 동기 유발  행동의 출 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

인으로서의 작용을 할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 하여 본 연구는 성격강 (인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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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통제력이 학생의 이타행동에 미치는 향에 주

목하고 특히,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력  이타행

동의 계에서 도덕  고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타행동과 그와 련된 여러 변인

들 간의 계에 한 심층 이며 종합 인 이해를 도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이

타  행동을 증진시키기 한 보다 효과 이고 실질 인 

교육지도 략과 로그램을 모색하는 데 기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리라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생의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

력  도덕  고양은 이타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생의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

력은 도덕  고양에 직 인 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학생의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

력은 도덕  고양을 매개로 이타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 지역의 4년제 C 학교에 재

학 인 학생(1학년~４학년) 662명을 표집하여 설문지

를 배포하 다. 본 설문지는 검사 조자인 담당교수와 

강사의 조하에, 수업을 시작하기  는 수업을 마칠 

무렵에 실시하 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총 

662개의 자료들 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미응답을 제외

한 나머지 647명 학생들(남학생: 312명, 여학생: 33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성격강 (인

간애), 자기통제력, 도덕  고양, 이타행동척도 4가지

다.  성격강 (인간애)은 [17]의 성격강  척도 에서 인

간애 덕목만을 사용하 으며, 자기통제력 척도는 [18]의 

척도를, 도덕  고양 척도는 [19]이 개발한 척도를 [20]가 

수정 보완한 도덕  미 문항만을 사용하 다. 이타행동

은 [21]의 도움행동척도를 [22]이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

용하 다. 신뢰도 검증 (Cronbach's ) 결과, 모든 척도

가 신뢰도 0.6 이상으로 역의 문항 간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Tabel 1>.

Variable No. of items Cronbach's   

Character Strengths(Humanity) 20 .82

subfactor

love 5 .72

kind 9 .86

social·emotion 6 .75

Self-Control 20 .88

subfactor

impulsiveness 5 .70

completing tasks 5 .72

self-centered 5 .83

            angry temperament 5 .81

Moral Elevation 15 .92

subfactor

body sensation 4 .87

emotion 6 .89

motive 5 .84

Altruistic Behavior 13 .86

empathy 5 .74

subfactor help 5 .80

donation 3 .62

<Table 1> Items and reliability of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Moral 
Elevation Altruistic Behavior Scale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학생의 성격강 (인간애), 자기통제력

과, 이타행동 계에서 도덕  고양의 구조  계  

향력을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표집 자료의 연구모형의 검증을 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 다. 최종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합도 평가를 한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

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합성을 평가하 다.

3. 연구결과 

3.1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성을 분

석하기 앞서,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인 성격강 (인

간애), 자기통제력, 도덕  고양과 이타행동을 히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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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지 살펴보기 해 확인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모

형을 검증하 다. 구체 으로는 최 우도법(ML)을 통해 

측정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으며, 체 인 확인  요

인 분석의 결과는 [Fig. 1] 과 같다. 이와 함께 연구모형

의 계를 구조 으로 확인하기 하여 합도 검증을 

실시하 다. 값은 282.467이며 TLI와 CFI 지수가 .90

이상이며, RMSEA .077이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경험  자료를 설명하는데 합하게 설계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

해 측정항목을 추출하고 확인  요인분석을 사용하고 각 

잠재변인의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산출하 다. 

일반 으로 개념 신뢰도 값이 0.7 이상이면 수렴타당

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잠재변인 사

이에서 구성된 개념들 간의 복 는 유사성이 없고, 차

별성이 있는지 악하는 별타당성은 분산추출지수

(AVE)값이 상 계수 제곱을 상회하는 경우 만족한 것으

로 본다.  분산추출지수가 가장 작은 잠재변인은 .685로  

별타당성을 만족한다<Table 3>.

Model  /df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282.467 4.788 .917 .937 .077

<Table 2> Fit indices of the research model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C.R. AVE

character strengths(humanity) .888 .730

self-control .963 .868

moral elevation .857 .685

altruistic behavior .867 .688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est 
results

3.2 연구모형의 구조경로와 유효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구조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

기통제력→이타행동을 제외한, 성격강 (인간애)→도덕

 고양, 성격강 (인간애)→이타행동, 자기통제력→도

덕  고양, 도덕  고양→이타행동 경로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성격강 (인간애)은 도덕  고양과 이타행동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도

덕  고양은 이타행동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심리학의 성격강 에서 인

간애 하  덕목인 사랑, 친 , 사회·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도덕  정 정서인 도덕  고양에 향을 주어 이타행

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자기통제력은 도덕

 고양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인 

계 면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보다 정 인 성

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 계와 사회  결과에서도 

정 인결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 

Path Estimate S.E β C.R

Character

Strengths(Humanity)→

Moral Elevation

1.187 .120 .626 9.918***

Character

Strengths(Humanity)→

Altruistic Behavior

.737 .109 .468 6.760***

self-control  →

Moral Elevation
.190 .059 .153 2.745**

self-control  →

Altruistic Behavior
.136 .050 .132 1.570

Moral Elevation  →

Altruistic Behavior
.202 .041 .243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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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he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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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h analysis of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Moral Elevation, 
and Altruistic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Character 

Strengths(Humanity)
Moral Elevation  .626 -  .626

Character 

Strengths(Humanity)
Altruistic Behavior  .468 .152  .620

self-control Moral Elevation  .153 -  .153
self-control Altruistic Behavior  .132 .037  .169

Moral Elevation Altruistic Behavior .243 -  .243
*p<.05,  **p<.01  ***p<.001  

<Table 5>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search Model

이타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  향력은 

성격강 에서 도덕  고양에 이르는 경로가(=.626)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의 성

격강 (인간애)의 사랑, 친 , 사회·정서지능과 정 도

덕정서인 도덕  고양이 높을수록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

행동을 잘 표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의 이타행

동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성격강 (인

간애)(=.468)과 도덕  고양(=.2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격강 (인간애)이 도덕  고양보다 더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격강 (인간애) 수 이 높을

수록 타인에 한 정  사회  계형성이 높아지며 

이타행동 표출의 동기와 의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3 효과 분해

잠재변인들 간의 계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

하여 살펴 으로써 성격강 (인간애), 자기통제력, 도덕

 고양과 이타행동 등의 변인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 

한 잠재변인들의 직 효과, 간 효과, 체효과는 

<Table 5>과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성격강 (인간애)은 도덕  고양

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와 체효과가 있었으며, 이

타행동에는 도덕  고양을 통한 간  효과를 가진다. 자

기통제력은 도덕  고양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와 

체효과가 있었으며, 이타행동에는 도덕   고양을 통한 

간  효과를 가진다. 도덕  고양은 이타행동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와 체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성격강 (인간애),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

에 간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통계 으로 유의

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부트스트랩 방법을 용하여 매개

효과 검증을 하 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성격강 (인간

애)과 자기통제력 모두 이타행동에 하여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행동에 향

을 미치는 변인들의 체 인과 계를 살펴보면, 가장 설

명력이 높은 변인은 성격강 (인간애)에서 도덕  고양

으로 체효과와 직 효과는 =.626(p<.001)이며, 다음

은 성격강 (인간애)에서 이타행동으로 가는 계에서 

직 효과(=.468, p<.001)와 간 효과(=.152, p<.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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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성격강 (인간애)이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도덕  고양이 부분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에서 도덕  고양에 미치는 직

효과와 체효과는(=.153 p<.001)이다. 자기통제력에서 

이타행동의 계에서는 직 효과(=.132, p>.05)는 유의

하지 않으나 간 효과(=.037, p<.05)로 도덕  고양이 

완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

제력은 도덕  고양만을 통해서만 이타행동을 증가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  고양과 이타행동의 계에

서는 직 효과와 체효과(=.243,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덕  고양과 이타행동의 인과 계에서는 간 효과

가 없으며 체효과(=.243)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강

(인간애)에서 도덕  고양, 성격강 (인간애)에서 이타

행동, 도덕  고양에서 이타행동, 자기통제력에서 도덕  

고양, 자기통제력에서 이타행동 순서로 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도덕  고양

이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력에서 매개역할을 하

며, 학생의 이타행동을 설명하는 요한 요인임을 시

사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성격강 (인간애)  자기통제력

과 이타행동의 계에서 도덕  고양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려는 목 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토 로 연구문제에 한 검증결과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력  도덕  고양

이 이타행동에 직 인 향을 주고 있는가에 한 연

구 결과, 우선 성격강 (인간애)은 이타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 (인간애)

의 하 요인인 사회지능이 높으면 자발 으로 타인을 돕

거나 공유하는 행동을 더욱 많이 수행한다는 [23]의 연구

와 사회성과 집단성이 친사회  행동  이타행동 경향

과 정 상 이 있다는 [2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그리고 도덕  고양은 이타행동에 직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덕  고양이 높은 사람은 

자신 내부의 선한 행동의 에 지를 타인에게 표출하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내재 인 힘이 

크기에 도덕  고양이 직 으로 친사회  행동  이

타행동에 향을 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도덕  행

동에 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의 이타행동의 발 을 

진시키는 데 있어 먼  성격강 (인간애)과 타인에 한 

심과 배려하는 마음과 련되어 있는 도덕  고양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다양한 경험 

을 통하여 도덕정서를 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둘째, 성격강 과 자기통제력은 도덕  

고양에 직 인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 결과, 성

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력 모두 도덕  고양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 (인

간애)과 도덕  고양이라는 도덕  정서와 한 련

성이 있으며, 성격강 (인간애)의 하 요인인 사랑, 친 , 

사회·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도덕  정서가 높으며 정서  

응을 잘한다는 연구들[25, 26]을 지지하며, 자기통제력

이 높으면 정  자아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타

인에 한 이해  심에도 향을 미친다고 한 [1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정서인 

도덕  고양을 함양하기 해서는 성격강 (인간애)을 

강조하고 자기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

성과 로그램의 용의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성격강 (인간애)과 자기통제력은 도덕  고양

을 매개로 이타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 결과, 성격강 (인간애)은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

에서 도덕  고양이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성격강 (인간애)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

의 내 인 강 을 통해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행동을 하

는 데 있어서 도덕  정서인 도덕  고양을 통해 개인 내

인 면과 인 계면에서도 정 인 결과를 측  한

다는 [2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도덕  고양이 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시기에 자기

통제력은 정 인 도덕 정서를 통해 도덕  행동과 이

타행동을 드러낸다는 [13, 2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타행동을 증진하기 해서 

는 정 인 도덕정서와 함께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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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 다.

이상의 여러 연구 결과는 학생 시기에 성격강 (인

간애),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 내  특성변인들이 도덕

 정 정서인 도덕  고양을 통해 이타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써 정  

도덕 정서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로그램 개발과 

성격강  기반 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이타행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학교 장에서의 교육지도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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