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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이타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구모형으로는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
성이 이타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는 세 개의 변인이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통해서만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 평가한 후 연구모형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최종모형을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의 구조적관계에서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완전매개하여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
격강점은 도덕적 고양,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덕적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
례로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자기통제력을 매개해서만 이타행동
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 대학생집단에 따라서는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성격강점이 
도덕적 고양에 이르는 경로계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 도덕적 정체성, 성격강점, 가족건강성, 도덕적 고양, 자기통제력, 이타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oral elevation and self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identity, character strengths, family strengths, and altruistic behavior in the 
times of converge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al self has indirect effect on altruistic behavior through moral elevation and self control in turn, and 
character strengths, have indirect effect on altruistic behavior through moral elevation and self control and 
moral elevation, self control in turn, and family strengths have indirect effect on altruistic behavior through self 
control.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weights of 
character strengths and moral elevation.

Key Words : moral identity, character strengths, family strengths, moral elevation, self control, altruistic 
behavior,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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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랑스의 표  사회학자인 [1]은, ‘인류에게 가장 필

요한 윤리  가치는 연 의식, 형제애, 정의, 타인에 한 

존 이며 이는 시 가 변할지라도 달라질 수 없는 가치

다’라고 밝힌 바 있다[2].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함께 살아

가는 데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의 요성을 언 하는 것

으로, 개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서로가 함

께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이타성과 도덕성과 같은 특성

이 건강한 사회  계를 이루기 해 필요한 덕목이라

는 을 강조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타성과 도덕성의 

함양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의 주요목표가 되

고 있다. 

최근 심리학의 한 분야인 정심리학은 인간을 극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 

인간의 정 인 개인 특성을 발 시키며 행복해지는 것

을 강조한다[3]. 이러한 개인  특성 의 하나인 이타주

의와 이타행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어왔다. [4]에 의

하면 타인을 해 자기의 불편을 감내하거나 타인과 경

쟁하고 배척하는 행동 신에 동  행동을 하게 되면 

뇌의 쾌락 추를 자극하는 정 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 [5]는 청소년들의 이타주의는 자

신만을 시하는 자기몰입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

는 욕구충족이 삶의 만족감과 심리  안녕감에 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6]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처럼 이타주의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이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얼마나 존경받고 수용되는

지를 결정하는 요한 특성이 되며, 자신의 행복과 집단

의 이익을 비롯하여 사회 체의 안정과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다[7]. 이러한 이유로 이타주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성격에 한 체계 인 이론  탐

색과 경험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타주의  이

타행동과 련하여 수행되어온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

면, 이타행동 동기의 발달과정에 한 연구[8], 이타  동

기[9], 공감[10], 통합교육 경험[11] 등의 변인과의 련성

을 탐색한 연구들과 이타행동에 미치는 배려증진과 장애

이해 로그램의 효과성[12]을 규명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단순

계와 이타행동에 미치는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

구를 통하여 이타행동의 성격과 그 특성을 체계 이며 

종합 으로 악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많은 연

구들이 아동이나 기 청소년을 연구 상으로 한정해 오

면서 이타행동이 더욱 강조되며 모범을 선보일 수 있는 

성인 기단계의 청년을 상으로 한 연구는 무한 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이

타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하여 어느 특정 변

인과의 단순한 계를 살피기보다는 개인 내  특성변인

과 가정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여러 변인들

과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

구는 이타행동에 향을 미치리라 가정되는 개인 내  

특성 변인으로서의 도덕  정체성, 성격강 , 도덕  고

양, 자기통제력을 고려하고 외 인 가정 환경 변인으로 

가족건강성을 포함하면서 이들 여러 변인들과 이타행동

과의 체 인 계구조와 직 ·간 효과를 밝히고자 한

다. 이타행동에 향을 미치리라 측되는 변인으로서 

개인 내  특성 변인인 도덕  정체성을 들 수 있다. [13]

에 의하면 도덕성이 차 으로 성격의 심으로 통합되

어 가는 과정을 통해 도덕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

인 원천이자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한 개

인의 도덕  정체성은 도덕  단과 선택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4]에 따르면, 도덕  정

체성은 행 자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되게 행동하려는 

책임감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도덕  행동을 한 가장 

요한 원천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 

내  특성변인으로서 도덕  정체성이 이타행동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을 가능하게 한다. 도덕정체성

과 함께 이타행동에 향을 끼치리라 측되는 변인으로

서 성격강 을 들 수 있다. 성격강 이란 순간 으로 일

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과는 달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속시켜 주면서 좋은 느

낌과 희열감을 나타내는 정  특질인 것으로 간주된다

[15]. 본 연구에서 심을 갖는 성격강 은 6개 핵심덕목

의 하나인 인간애로서 이는 타인을 보살피고 이해하며 

따뜻하고 친 한 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강 들로 이해

되며, 사랑, 친 성, 사회· 정서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17]은 인간애를 통해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  계

에서 유능성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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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되고[18], 이타행동과 상 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격강 의 인간애 덕목이 

이타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도덕  정체성, 성격강 과 함께 이타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되는 변인은 개인 외  환경 

변인의 하나인 가족건강성을 들 수 있다. 가족건강에 

한 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을 가족생활의 문제와 병리 상

에만 을 맞추던 이 의 연구 동향으로부터 가족의 

정 인 측면과 강 을 강화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족 계의 향상과 가족건강성

이라는 주제에 심을 높이고 있다[19]. [20]는 가족건강

성을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자

녀의 친사회  성격과 사회화에 핵심 인 역할을 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방법이 자녀의 친사회  행

동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  이

처럼 가족건강성에 련된 부모의 언어  양육행동 요

인들이 친사회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이 자녀들의 이타

행동에도 향을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해 다.

한편, 도덕  정체성  성격강 과 가족건강성이 이

타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변인일 것으로 측

하는 것과 함께 이들 변인들과 이타행동 간에 도덕  고

양과 자기통제력이라는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 도덕  고양은 모범 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미덕의 행  는 도덕  아름다움의 행 에 감

명 받은 사람들 스스로가 덕을 유발하게 되는 동기이며

[22]는 각 개인은 자신이 갖는 도덕  고양으로 인해 다

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며, 인간애에 해서 보다 정

인 감정을 가지며 이타행동을 이끌어낸다고 보고하고 있

다. 이와 함께 [23] 역시 도덕  정서가 친사회  행동 경

향성의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

타  행동을 표 함으로써 도덕  정서인 고양이 도덕  

동기로 기능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도덕  고양과 함께 

이타행동에 향을 끼치는  다른 매개변인으로서의 자

기통제력은 순간 인 충동성과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으

로 간주되며 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  응  사회화

를 돕는 데 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이기도 하다. 자기

통제력은 비도덕 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억제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이 [9]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24]는 

[25]의 4구성요소모델에 해당되는 변인이 어느 경로를 

통해 권장행동과 지행동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는 연구에서 도덕  행동표출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이 도덕  실행능력으로서의 자기통제력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 [26]는 학생의 자기통제력이 학생

활을 응하는 데 있어서 부분 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통제력 역

시 이타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을 가

능  해 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조  계

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해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에 의하면, 남·여간 성

별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향을 주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향을 주기에 성별이 따른 차이는 이타행

동 연구에 있어 고려할 요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28]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이입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

람을 도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며, [10]은 남자청

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정서  차이가 이타행동에도 향

을 미치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도덕  정서인 공

감을 심으로 하 요인 모두에서 이타행동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이타행동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 으로 여학생이 이타행동  

도움행동에서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성역할에 한 사

회 인 인식과 함께 직·간 으로 이루어지는 성차별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이타행동과 련한 

반응에 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제로 남·

여 학생 집단 간에 이타행동과 련변인들의 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조  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타행동의 성격을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학생집단과 여자 

학생 집단 간에 도덕  정체성, 성격강 , 가족건강성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구조

 계에서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생의 도덕  정체성, 성격강 , 가족 

건강성, 도덕  고양  자기통제력과 이 

타행동의 구조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자 학생 집단과 여자 학생 집단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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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정체성, 성격강 , 가족건강성, 도

덕  고양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의 

구조  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

본 연구는 도덕  정체성, 성격강 , 가족건강성이 이

타행동에 향을 미치는 데 각 변인의 직 인 향과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의 간 인 향을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 다. 안모형으

로는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의 간 인 향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완 매개 모형으로 설정하 다. 연구모형

과 안모형은 [Fig. 1][Fig. 2]와 같다.

  

[Fig. 1] Research model

[Fig. 2] Competition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임의표집된 충청권 지역의 국립 4년

제 C 학교에 재학 인 학생 665명으로서 설문지에 불

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을 제외한 647명(남자 학생 312

명, 여자 학생 33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312

1Gr.-157 24.3

2Gr.-94 14.5

Female335 
3Gr.-196 30.3

4Gr.-200 30.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측정도구

3.2.1 도덕적 정체성 척도

도덕  정체성을 측정하기 하여 [29]가 번안하여 제

작한 도덕  자아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아실

재성, 자아진실성, 자아불일치성, 자아책임성, 자아수행

성의 5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  요하지 않다’(1 )에

서부터 ‘매우 요하다(5 )까지 응답하는 5  리커트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6이었다. 

3.2.2 성격강점 척도

성격강 의 측정은 [30]이 우리나라 학생의 성격강

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성격강  척도 에서 인

간애 덕목의 문항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사

랑, 친 , 사회·정서지능의 3개 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  요하지 않다’(1 )에

서부터 ‘매우 요하다(5 )까지 응답하는 5  리커트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2이었다.

3.2.3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하여 한국의 문화  가족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한 [31]의 척도를 수정한 [32]의 

척도를 사용하 으며, 이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 ,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등의 4개 

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  

요하지 않다’(1 )에서부터 ‘매우 요하다(5 )까지 응

답하는 5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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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도덕적 고양 척도

도덕  고양 척도는 [33]가 개발한 척도를 [34]이 수정 

보완한 도덕  미 척도로서, 신체  감각, 정서반응, 동기

수 의 3개의 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

식은 ‘  요하지 않다’(1 )에서부터 ‘매우 요하다

(5 )까지 응답하는 5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92이었다.

3.2.5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하여 [35]의  척도를 참고하

여 [35]가 재구성하여 제작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

다. 충동성, 과제완수, 자기 심성, 화내는 기질의 4개 

하 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  요하지 않다’(1 )에서부터 ‘매우 요하다(5 )

까지 응답하는 5  리커트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8이었다.

3.2.6 이타행동 척도

이타행동 척도는 [37]의 도움행동척도를 [38]이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한 척도로서 공감, 조력, 증여의 3요

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  요

하지 않다’(1 )에서부터 ‘매우 요하다(5 )까지 응답

하는 5  리커트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6이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학생의 도덕  정체성, 성격강 , 가족

건강성, 자기통제력, 도덕  고양과 이타행동 계에서 

도덕  고양의 구조  계  향력을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표집 자료의 연구

모형의 검증을 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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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합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결

과에서 연구모형과 안모형의 카이자승 검증을 사용하

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 다. 한 최종모형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

트래핑  검증법을 사용하 으며, 다 상 계수를 계산하

여 종속변인들이 독립변인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

를 검증하 다. 다음으로 남자 학생 집단과 여자 학생 

집단 간의 구조  계를 분석하기 해 다 집단분석

(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척도동일성 제약

과 집단 간 등가제약을 통해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를 비교하 다.

4. 연구결과 

4.1 측정변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들의 일반  경향을 

악하기 해 평균, 표 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 나타난 각 측정변인의 평균값은 

2.57~4.29.로, 표 편차 값은 .50~.95로 나타났다. 한 왜

도값은 -.892~.446로, 첨도값은 -5.58~.74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은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는데 합하다고 

단되었다.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M SD
Skew

ness

Kurt

osis

moral identity self reality 3.88 .64 -.250 -.025

self truth 3.13 .60 .446 .747

self mismatch 3.51 .50 .204 .500

self-responsibility 3.75 .57 -.101 .115

self perform 3.68 .57 -.056 .280

Character Strengths love 4.29 .58 -.892 .559

kind 3.85 .54 -.199 -.062

s o c i a l · emo t i o n 

intelligence
3.50 .65 -.130 -.055

Family Strengths communication 3.65 .72 -.187 -.450

problem solution 3.93 .69 -.411 -.195

family-ties 3.94 .74 -.503 -.243

shared values 3.55 .78 -.103 -.421

Moral Elevation body sensation 2.57 .95 .141 -.558

emotion 3.36 .79 -.216 .063

motive 3.51 .76 -.396 .316

impluse 3.32 .74 -.085 -.256

Self-Control completing tasks 3.37 .69 .109 -.195

self-centered 3.72 .69 -.248 -.299

angry-temperament 3.76 .75 -.364 -.300

Altruistic Behavior empathy 3.53 .71 -.092 -.102

help 3.82 .61 -.349 .586

donation 3.19 .83 -.183 -.070

<Table 2> Descripi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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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f1_1 f1_2 f1_3 f1_4 f1_5 f2 f2_1 f2_2 f2_3 f3 f3_1 f3_2 f3_3 f3_4 f4 f4_1 f4_2 f4_3 f5 f5_1 f5_2 f5_3 f5_4 f6 f6_1 f6_2 f6_3

f1 1.000

f1_1 .725
***

1.000 　 　 　 　 　 　 　 　 　 　 　 　 　 　 　 　 　 　 　 　 　 　 　 　 　 　

f1_2 .612*** .334*** 1.000 　 　 　 　 　 　 　 　 　 　 　 　 　 　 　 　 　 　 　 　 　 　 　 　 　

f1_3 .706
***

.292
***

.326
***

1.000 　 　 　 　 　 　 　 　 　 　 　 　 　 　 　 　 　 　 　 　 　 　 　 　

f1_4 .786
***

.472
***

.301
***

.444
***

1.000 　 　 　 　 　 　 　 　 　 　 　 　 　 　 　 　 　 　 　 　 　 　 　

f1_5 .758*** .375*** .290*** .545*** .575*** 1.000 　 　 　 　 　 　 　 　 　 　 　 　 　 　 　 　 　 　 　 　 　 　

f2 .464
***

.407
***

.172
***

.267
***

.484
***

.292
***

1.000 　 　 　 　 　 　 　 　 　 　 　 　 　 　 　 　 　 　 　 　 　

f2_1 .359
***

.363
***

.105
**

.183
***

.355
***

.243
***

.725
***

1.000 　 　 　 　 　 　 　 　 　 　 　 　 　 　 　 　 　 　 　 　

f2_2 .434*** .334*** .177*** .279*** .442*** .303*** .887*** .516*** 1.000 　 　 　 　 　 　 　 　 　 　 　 　 　 　 　 　 　 　 　

f2_3 .323
***

.307
***

.121
**

.169
***

.367
***

.154
***

.796
***

.382
***

.533
***

1.000 　 　 　 　 　 　 　 　 　 　 　 　 　 　 　 　 　 　

f3 .348
***

.409
***

.183
***

.157
***

.283
***

.167
***

.407
***

.340
***

.337
***

.321
***

1.000 　 　 　 　 　 　 　 　 　 　 　 　 　 　 　 　 　

f3_1 .291*** .347*** .199*** .124** .225*** .106** .384*** .298*** .324*** .312*** .914*** 1.000 　 　 　 　 　 　 　 　 　 　 　 　 　 　 　 　

f3_2 .345
***

.404
***

.175
***

.150
***

.288
***

.171
***

.407
***

.374
***

.331
***

.304
***

.919
***

.790
***

1.000 　 　 　 　 　 　 　 　 　 　 　 　 　 　 　

f3_3 .281
***

.353
***

.080
*

.129
**

.253
***

.144
***

.360
***

.344
***

.284
***

.268
***

.912
***

.755
***

.823
***

1.000 　 　 　 　 　 　 　 　 　 　 　 　 　 　

f3_4 .355*** .393*** .214*** .171*** .270*** .186*** .342*** .235*** .296*** .291*** .912*** .802*** .763*** .759*** 1.000 　 　 　 　 　 　 　 　 　 　 　 　 　

f4 .387
***

.270
***

.220
***

.293
***

.295
***

.317
***

.405
***

.251
***

.440
***

.252
***

.194
***

.201
***

.163
***

.133
**

.210
***

1.000 　 　 　 　 　 　 　 　 　 　 　 　

f4_1 .201
***

.123
**

.146
***

.195
***

.088
*

.186
***

.114
**

.054 .145
***

.058 .022 .042 -.007 -.033 .073 .706
***

1.000 　 　 　 　 　 　 　 　 　 　 　

f4_2 .404*** .287*** .227*** .291*** .328*** .317*** .451*** .271*** .484*** .295*** .227*** .227*** .194*** .171*** .236*** .929*** .455*** 1.000 　 　 　 　 　 　 　 　 　 　

f4_3 .359
***

.260
***

.176
***

.246
***

.313
***

.290
***

.437
***

.298
***

.462
***

.267
***

.229
***

.229
***

.214
***

.186
***

.210
***

.884
***

.368
***

.851
***

1.000 　 　 　 　 　 　 　 　 　

f5 .107
**

.238
***

-.032 -.053 .157
***

.017 .363
***

.275
***

.282
***

.330
***

.293
***

.243
***

.311
***

.300
***

.220
***

.030 -.166
***

.099
*

.127
**

1.000 　 　 　 　 　 　 　 　

f5_1 .013 .156*** -.057 -.072 .003 -.025 .135** .137*** .060 .153*** .224*** .196*** .228*** .212*** .185*** -.023 -.124** .024 .033 .773*** 1.000 　 　 　 　 　 　 　

f5_2 .181
***

.322
***

.079
*

-.015 .175
***

.027 .329
***

.213
***

.245
***

.342
***

.274
***

.234
***

.291
***

.236
***

.244
***

.038 -.073 .074 .086
*

.751
***

.489
***

1.000 　 　 　 　 　 　

f5_3 .136
**

.203
***

-.027 .000 .209
***

.054 .420
***

.302
***

.364
***

.346
***

.245
***

.198
***

.267
***

.268
***

.167
***

.082
*
-.144

***
.150

***
.183

***
.846

***
.485

***
.545

***
1.000 　 　 　 　 　

f5_4 .021 .082* -.087* -.074 .119** .000 .275*** .223*** .235*** .214*** .186*** .144*** .203*** .234*** .106** .004 -.179*** .069 .106** .791*** .451*** .369*** .661*** 1.000 　 　 　 　

f6 .358
***

.311
***

.170
***

.199
***

.340
***

.241
***

.507
***

.338
***

.480
***

.388
***

.272
***

.262
***

.252
***

.231
***

.249
***

.436
***

.171
***

.456
***

.459
***

.267
***

.072 .262
***

.318
***

.204
***

1.000 　 　 　

f6_1 .292
***

.274
***

.170
***

.127
**

.266
***

.187
***

.429
***

.298
***

.394
***

.335
***

.233
***

.221
***

.223
***

.202
***

.208
***

.366
***

.151
***

.377
***

.386
***

.232
***

.062 .240
***

.287
***

.157
***

.889
***

1.000 　 　

f6_2 .376*** .293*** .106** .244*** .392*** .295*** .532*** .374*** .509*** .386*** .282*** .242*** .286*** .255*** .251*** .347*** .087* .387*** .386*** .297*** .088* .261*** .357*** .243*** .850*** .635*** 1.000 　

f6_3 .221
***

.204
***

.150
***

.128
**

.185
***

.111
**

.292
***

.155
***

.286
***

.242
***

.155
***

.192
***

.105
**

.108
**

.159
***

.390
***

.204
***

.388
***

.385
***

.125
**

.026 .141
***

.130
**

.104
**

.761
***

.527
***

.475
***

1.000

* p<0.05, ** p<0.01, *** p<0.001

f1: moral identity, f1_1:self-reality, f1_2:self-truth, f1_3:self-mismatch, f1_4:self-responsibility, f1_5:self-perform, f2: character strengths, f2_1:love, f2_2:kind, f2_3:social·emotion intelligence, f3: 

family-Strengths, f3_1communication, f3_2problem solution, f3_3: ties, f3_4: shared values, f4: moral elevation, f4_1:body sensation, f4_2:emotion, f4_3:motive, f5:self-control, f5-1:impulse, 

f5_2:completing tasks, f5_3:self centered, f5_4:angry-temperament, f6: altruistic behavior, f6_1:empathy, f6_2:help, f6_3: donation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4.2 측정 및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상 계는 <Table 3>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해 

6개의 잠재변인들과 잠재변들을 측정하는 총 22개의 측

정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부분의 측정 

 잠재변인들 간에 -.179~.919까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  정체성, 성격강 과 가족

건강성은 도덕  고양, 자기통제력, 이타행동에 유의한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강 의 

하 요인  사랑과 도덕  고양의 신체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 가족건강성과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 요인은 도덕  고양의 신체감각과 유의한 상과

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측정변인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합도를 값을 통해 알아본 결과, 

=696.423(df=190, N=647), p=.000으로 나와 유의하지 않

았으나, 측정모형의 다른 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915, CFI=.930, RMSEA=.064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측정모형의 합도가 한 수 으로 나타

났다<Table 4>.

model    TLI CFI RMSEA  

696.423 190 .915 .930 .064

Acceptance >.05 >.90 >.90 .05∼0.8: Good 

<Table 4> Fit indices of the research model

4.4 측정변인의 경로계수

<Table 5>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모든 측정 변인의 요

인 부하량은 .433~.974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모든 측

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인 도덕  정체성, 성격강 , 가

족건강성, 도덕  고양,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에 타당하

게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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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Standard 

Regression 

Weights

Regressio

nweights
SE 

moral 

identy
reality 1.041 0.634 0.081 12.840

***

truth 0.661 0.433 0.070 9.412***

self mismatch 0.706 0.547 0.052 13.607***

self 

responsibility
1.159 0.791 0.080 14.420

***

perform 1.000 0.679

character 

strengths
love 0.875 0.626 0.067 13.110***

kind 1.073 0.820 0.069 15.623
***

social emotion 1.000 0.643

family 

strengths
communication 0.946 0.851 0.029 32.472***

problem 

solution
0.983 0.923 0.033 29.811

***

ties 1.020 0.893 0.036 28.592***

shared values 1.000 0.836

moral 

elevation
body sensation 0.658 0.459 0.053 12.319

***

emotion 1.152 0.974 0.041 27.871***

motive 1.000 0.874

self 

control
impluse 0.742 0.531 0.059 12.636

***

completing 

tasks
0.754 0.585 0.054 13.918***

self centered 1.198 0.929 0.069 17.454***

angry-tempera

ment
1.000 0.710

altruistic 

behavior
empathy 1.085 0.775 0.075 14.390***

help 1.005 0.828 0.068 14.703***

donation 1.000 0.607

 <.001

<Table 5> The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4.5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4.5.1 매개모형의 적합도 검증

차이검증은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포함된 경우 비

교하기 한 검증으로 자유도(df)가 1증가 시 값이 얼

마나 증가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최 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즉,   분포에 따르면 자유도(df)가 1 증가할 

경우 값이 임계치보다 게 증가하면 보다 간단한 모

형으로 자유도가 1 증가한 모형을 최 의 모형으로 선택

한다. 차이검증을 통해 두 개의 모형  최 의 모형을 

선택하 다. <Table 6>에서 보듯이, 연구모형과 안모

형 간의 차이가 64.421로 자유도(df) 차이가 3인 상태

에서 유의확률 .05 수 의 분포 임계치 7.82보다 큰 값

을 나타내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기에 자유도가 

더 은 모형 즉, 연구모형이 더 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모형의 합도는 TLI=.915, CFI=.930, 

RMSEA=.064로 안모형의 합도에 비해 더 좋은 합

도를 보 다. 이에 최종 으로 연구모형을 최 의 모형

으로 선택하 으며 최종 구조모형은 [Fig. 3]같다.

model    TLI    CFI RMSEA

research 698.585 191 .915 .930 .064

competition 763.006 194 .906 .921 .067

<Table 6> Final Model  Fit 

[Fig. 3] Final research model

4.5.2 최종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Table 7>에 의하면,  도덕  정체성은 도덕  고양

에 미치는 직 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하며,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직 효과와 간 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왔다. 즉, 

도덕  정체성이 자기통제력에 이르는 경로에 도덕  고

양이 부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덕  정체성이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 효

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반면 간 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와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로 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격강 은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에 

직 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며,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

에도 직 ·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로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도덕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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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기통제력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자기통제력에 이르는 경로에 

도덕  고양이 부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가족건강성에서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반면 간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

로 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ral 

elevation

moral 

identity
→

moral 

elevation
0.196* 0.196*

Character 

Strengths
→

moral 

elevation
0.456* 0.456*

family 

Strengths
→

moral 

elevation
-0.065 -0.065

self-control
moral 

identity
→self-control 0.191* 0.026* 0.218*

Character 

Strengths
→self-control 0.636** 0.062** 0.574**

family 

Strengths
→self-control 0.116* 0.009* 0.125*

moral 

elevation
→self-control 0.135* 0.135*

altruistic 

behavior

moral 

identity
→

altruistic 

behavior
0.088 0.014* 0.101

Character 

Strengths
→

altruistic 

behavior
0.437* 0.177** 0.614*

family 

Strengths
→

altruistic 

behavior
-0.010 0.003** -0.008

moral 

elevation
→

altruistic 

behavior
0.219** 0.018** 0.201**

self-control →
altruistic 

behavior
0.134* 0.134*

* p<0.05, ** p<0.01

<Table 7> Final research model Path coefficient

4.5.3 남자대학생 집단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 경

로계수 비교결과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해 척도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을 실시하 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각 잠재변인에 한 모든 요인의 

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합도를 측정한 결

과, 수용가능한 합도를 나타내었다((df=398, N=647) 

=970.389, TLI.=.909, CFI=.922, RMSEA=.047). 한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

의 합도가 척도동일성 제약모형의 합도와 비교하여 

거의 변하지 않아 (∆(∆=12, N=647)=13.063, ∆
TLI .002, ∆CFI .001, ∆RMSEA .000) 집단 간 등가제

약모형이 만족할 만한 합도를 나타냈다. 두 집단 사이

에 유의한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12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2개를 비교하 다. 각각의 경로별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 모형의 의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하면 그 경로의 계수의 차이가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Table 9>에 따르면, 남자 학생 집단과 여자 학생 집

단 간에 성격강 이 도덕  고양에 미치는 향은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2, 
N=647)=7.122,  p<.01), 그 외 모든 경로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TLI CFI RMSEA 

Scale equality 

constraint model
970.389 398 < .001 .909 .922 .047

group model equality 

constraint model
983.452 410 < .001 .911 .921 .047

<Table 8> Fit indicates 

path
df 

variation 

variation

TLI 

variation
moral 

identity
→

moral 

elevation
1 1.517 <.001

Character 

Strengths
→

moral 

elevation
1 7.122** .001

family 

strengths
→

moral 

elevation
1 2.991 <.001

moral 

identity
→ self- control 1 1.492 <.001

Character 

Strengths
→ self- control 1 2.535 <.001

family 

strengths
→ self- control 1 .107 <.001

moral 

elevation
→ self- control 1 .048 <.001

moral 

identity
→

altruistic 

behavior
1 .701 <.001

Character 

Strengths
→

altruistic 

behavior
1 .713 <.001

family 

strengths
→

altruistic 

behavior
1 1.260 <.001

moral 

elevation
→

altruistic 

behavior
1 .495 <.001

self- control →
altruistic 

behavior
1 .004 <.001

all paths 12 15.097 -.002

<Table 9>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se model and path model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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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도덕  정체성, 성격강   가족건

강성이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학생의 이

타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

 정체성은 도덕  고양에 유의미한 직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  행동  이타행동을 

하게 될 때 타인에 한 이해  심을 변화하도록 하는 

도덕  정체감이 타인에 한 공감  도덕  정서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3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한 도덕  정체성은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직

 향을 나타냈다. 도덕  정체성이 높을 경우 정

인 자아개념의 형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지  정서, 행

동을 유능히 조 하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타인에 한 이해  심에 

향을 다는 [2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도덕  

정체성은 이타행동에 유의미한 직  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차례로 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행동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써 이타행동이 일어나기 해 타인

에 한 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도덕  

정 정서인 고양을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인 계에

서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정 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타인에 한 이해  심으로 나타나 이타행동을 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격강 은 

이타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 이 높을수록 이타행동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격강 의 하 요인인 사

회지능이 높으면 자발 으로 남을 돕는 행동을 수행한다

는 [4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비추어보면, 사회·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한 심과 배려에 민감히 반응하며 인간의 계형성을 

유능하게 하며, 도움행동이나 이타행동을 하는 데 있어

서 주 함 없이 행동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성격강

은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 이 도덕  고양이라

는 도덕  정서에 한 련성이  있으며, 성격강  인

간애의 하 요인인 사랑, 친 , 사회·정서지능이 도덕  

정서와 정서  응에 향을 미친다는 [41]의 연구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한 성격강 이 높은 개인은 성격강

의 정  특성을 통해 자기통제력에도 유의한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격강 의 하 요

인이 높을수록 사회  계의 만족을 유지하기 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감정을 잘 

조 하며, 사회성과 정서함양이 행동에 해 이성  통

제를 함으로써 친사회  행동이나 이타행동을 잘하게 하

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 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

의 인간애 덕목만을 가지고 자기통제력과의 계를 살

펴보았으나 추후에는 인간애를 비롯한 다른 덕목들이 자

기통제력에 어떠한 정  향을 끼치는가에 해 구체

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제일 것이다. 더불

어 여러 성격강 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통제력 

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 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실천의 기회를 보다 넓 나갈 수 있으리라 여

겨진다. 한 성격강 과 이타행동의 계에서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이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성격강 이 도덕  고양을 매개하여 이타

행동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도

덕  고양이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격강 이 높은 사

람은 자기 자신의 내 인 감정을 통해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개인 내 인 면과 인 계에서도 정 인 결과를 

측  한다는 [4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덕  정 정서인 도덕  고양과 자기통

제력이 도덕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의 학생들에게 이

타행동을 높이는 데 있어 향을 주는 요변인임을 실

증 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학교 장에서도 지속

인 도덕  정서교육을 통해서 이타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높여 이타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인 근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성격강 과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

의 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건강성이 도덕

 고양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이타행동에 미치는 향

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도덕  

고양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통제력

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의 하 역 

가족존   애정, 역할공유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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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감 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

힌 [4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가족건강성이 높

은 사람의 경우 자기통제력에도 정 인 향을 미쳐 

단기 인 만족보다는 정 인 성향의 장기 인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건강

성은 자기통제력을 완 매개하여 이타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

의 정서  친 감이 높을 경우 애정과 유 감, 자신을 조

할 수 있는 통제력이 높아지며 이타행동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도덕  고양은 이타행동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높은 수 의 도덕  고양을 지닌 사람들은 친사회  

행동  이타행동을 행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 [28], 도덕  고양이 자신이 핵심가치를 행동으

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타인을 돕는 선한 행동

을 하도록 동기화시켜 다는 것을 시사해 다. 이와 함

께 도덕  고양이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통제

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  고

양이 높은 사람은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이타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높은 수 의 도덕  고

양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내재 인 힘이 크며, 자기통제력을 통해 인 계

에서 정 인 결과를 측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정 인 도덕정서를 활성화하며 자기통

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과 교육방

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유의한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자기통제력이 도덕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힌 [24]의 연구결과와도 일

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결국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

되었던 도덕  성격에 해당하는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안과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과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도덕정서를 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섯째, 남

자 학생 집단과 여자 학생 집단 간에 도덕  정체성, 

성격강 , 가족건강성, 도덕  고양  자기통제력과 이

타행동과의 구조  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

한 결과, 남·여 학생 집단 간 성격강 이 도덕  고양

에 이르는 경로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정서에 더 많은 향을 

받는다는 [4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린 시 부터 부모와 타인과의 감

정이입과 감정표 을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며, 남학

생은 여학생과 달리 자신의 감정의 인식과 표 , 정서활

용 감정이입 등을 활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사회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추후, 정  도덕정서인 도덕  고양과 도덕  성

격인 자기통제력에 한 보다 심층 인 연구와 함께 도

덕  고양과 자기통제력 외 더 다양한 자아 련변인들

에 한 탐색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타행동

에 이르는 경로와 구조  계에서의 차이를 남·여 성별 

집단 외에 공별 학생집단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

요도 제기된다. 이타행동과 련 변인들 간의 종합 인 

계를 규명하려는 목 을 갖고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

과는 이타행동의 성격과 본질에 한 이론  체계를 확

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생들의 도덕성

을 함양하고 이타  행동을 증진시키기 한 보다 효과

이고 실질 인 교육지도 략과 교육 로그램을 구안

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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