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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권력동기는 인간의 사회 행동을 결정하는 요한 동기이지만 지 까

지 이와 련된 경험 연구는 부족하 다.본 연구에서는 권력동기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구성 타당화하고,권력

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다각 으로 검토하고자 하 다. 한 권력동기

와 행동 간의 계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성격특질의 기능을 확인

하고,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을 억제하는 방안을 탐색하 다.

본 연구는 모두 3개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먼 연구1의 목 은 권

력동기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이를 해 권력동기

에 한 연구개 을 바탕으로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

와 향력을 추출하고,권력동기를 조작 으로 정의하 다.다음으로 권

력동기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제작하기 해 Bennett(1988)

이 개발한 IPR(IndexofPersonalReaction)을 기반으로 권력동기 척도

를 새롭게 구성하 다.특히 연구1에서는 기존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엄격한 통계 기 을 용하여 권력동기 척도

를 타당화하 다.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 결과 권력동기 척

도는 ‘지 추구’와 ‘향력 선호’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

다.새롭게 구성된 권력동기 척도는 수렴 타당도,변별 타당도,법칙 타

당도가 확인되었으며,권력지향 인 행동인 리더십 지 를 유의미하게

측하 다. 한 증분 타당도 분석에서 외향성보다 권력동기가 리더십

지 의 설명에 더 요한 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1을 통해

새롭게 구성한 권력동기 척도가 권력동기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 다.

연구2에서는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규명하고,권력동기의 이

인 속성을 설명하기 해 주요 성격변인인 우호성,책임감,권 주의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먼 상 분석 결과에서 권력동기는 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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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인 자원 사 활동과 충동 인 행동인 인갈등,공격행동,성 인 자

유분방함 모두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 이 인 속성이 있음이 확

인되었다.다음으로 성격변인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우호성은 권력

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친사회 인 자원 사 활동을 강화시켰으며,

권 주의는 충동 행동인 성 인 자유분방함을 강화시켰다.반면 권력

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책임감은 친사회 인 행동은 강화시키고,충

동 인 행동은 약화시킴으로써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양방향 으

로 모두 조 하 다.연구2를 통해 권력동기가 친사회 인 측면부터 무

제하고 충동 인 측면까지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다양한 행동과 모두

련됨을 입증하고,권력동기의 이 속성을 성격특질의 조 효과를

통하여 설명하 다.

연구3의 목 은 연구2의 결과를 확장하여 검증하고,특질개념을 활성

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친사회 인 권력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이

를 해 연구2에서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모두 조 하 던 책임

감을 핵심 조 변인으로 선정하고,권력동기와 책임감의 수 에 따라 권

력동기의 유형을 ‘친사회형’과 ‘무 제형’으로 분류하 다.다음으로 뒤섞

인 문장완성 과제를 이용하여 친사회 인 특질개념인 책임감과 조망수용

을 활성화시킨 후 자신을 이롭게 하는 선택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선택

이 경쟁하는 갈등상황 시나리오에서의 의사결정 경향성을 확인하 다.

먼 화효과를 확인한 결과, 화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성은 있으나 그

효과가 강력하지는 않았다.권력유형과 조건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의 종속변인에서 ‘친

사회형’은 ‘무 제형’에 비해 이타 인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권력유형의 주효과가 일 되게 확인되었다.하지만 조건의 주효

과와 유형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에 한 직 인 지지 증거는 얻지

못하 다.연구3에서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을 억제하기 하여 화

를 사용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 인 것으로 보이며,이는 화보다는

장기 이고 지속 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 iii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 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고,후속 연구를

한 방향을 제안하 다.

주요어 :권력동기,지 추구, 향력 선호,구성 타당도,조 효과, 화효과

학 번 :2011-3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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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Tyger!Tyger!burningbright

Intheforestsofthenight,

Whatimmortalhandoreye

Couldframethyfearfulsymmetry?

-William Blake,1794-

국의 시인 William Blake(1794)는 ‘TheTyger’라는 시를 통해 신이

어떻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했는지,동시에 어떻게 두려움을 창조했

는지를 노래한다.Blake의 에 비친 Tyger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

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하고 끔 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

선과 악,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Tyger의 양면성은 권력을 지닌 인간

의 행동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단 으로 Abraham Lincoln은 노

제를 폐지하고,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 하기 해 자신의 삶을 바

쳤지만,AdolfHitler는 2차 세계 을 일으키고,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서 400만명의 유 인을 학살했다.MartinLutherKing은 비폭력 인권운

동을 통해 소외받는 계층의 인권을 신장하 지만,SlobodanMilosevic는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며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행동의 양면성의 심리 근원을 권력에서 찾고자 하 다.

권력을 정의한 수많은 학자 에서 권력을 가장 명쾌하게 진단한 사람

은 국의 철학자 BertrandRussell(1938)이다.그에 따르면 권력은 인간

의 무한한 욕망들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으뜸이 되는 욕망으로,물리학

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 에 지라면 사회과학에서 가장 요한 법

칙은 바로 권력이다(pp.9-15).권력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 인 결

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한편으로는 타인을 착취하고,폭압하는 악의 탄

생을 래하기도 한다.권력의 역사 속에는 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인

간의 역사가 녹아 있다(장경수,2014).특히 우리 사회는 폭력 인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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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와 그 뒤를 이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군부독재의 상처로 인해 권력

의 의미를 억압,부자유 등의 단어와 동일시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병철,2011).그 결과 명시 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경계 상이

되며,권력에 한 욕망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드러내 놓는 것은 철

히 기시된다.하지만 권력이라는 개념을 맹목 으로 부정하거나 도

외시하는 것은 권력에 한 합리 이면서 객 인 이해를 해한다.권

력은 단지 정치인이나 행정가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다.권력은 우

리가 살고 있는 가정,조직,사회,그리고 국가 수 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역에 필연 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경험 인 연구의 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권력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 코드이면서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인으

로 기능하기 때문에 학문 인 주제로 심도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권력과 련된 주제는 정치학,사회학,경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되고 있는데,심리학에서의 권력연구는 성격심리학과 사회심리학에서

주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 으로 성격심리학은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을 개인의 성격에서 찾고,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개인차에 을

맞춘다.따라서 성격심리학에서 권력은 안정 인 개인차 차원인 권력동

기로 개념화되며,권력동기의 수 에 따라 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

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요한 연구목표가 된다.반면 사회심리학에서

는 권력동기와 같은 성격변인보다는 상황 으로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나

타나는 행동의 변화에 심을 갖는다.사회심리학에서 권력은 ‘가치있는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Keltner,Gruenfeld,& Anderson,2003,pp.

265-266)’으로 정의되는데,이러한 입장에서 권력은 크게 자유주의

과 타락 으로 구분된다(Fiske,2010).두 연구 통 모두 권력과

련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본 연

구에서는 성격심리학의 에서 권력동기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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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배경

1.권력동기의 정의

권력동기는 친애동기와 더불어 인간의 표 인 동기이다(Bakan,

1966;McAdams,Healy,& Krause,1984;McClelland,1987;Winter,

1993,2007;Zubriggen,2000).그 권력동기는 인간의 사회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동기로 가정되기 때문에 Murray(1938)이후로 많

은 학자들이 이를 정의하고자 노력하 다.표 1에는 주요 연구자들이 내

린 권력동기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는데,문제는 권력동기의 정의가 이처

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구성개념에 한 합의는 재까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다.구성개념을 조작 으로 정의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 그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한 하 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핵심 차원을 규정하고,

권력동기를 조작 으로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 다.

타인의 환경을 통제하고,행동에 향을 주려는 욕구(Murray,1964,p.98)

향력을 행사하고,강함을 느끼는 경험에 한 반복 인 선호 는 비성

(McAdams,1988,p.84)

타인과 세계에 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 심(Zubriggen,2000,p.561)

향력, 신,명 에 한 심 추구(Winter,2007,p.921)

타인을 통제하고, 향력을 행사하고,지 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Hofer,Busch,

Bond,Campos,Li,& Law,2010,p.380)

타인의 태도,감정,행동에 향을 주는 것과 지 와 신을 갖는 것에 한 심

(Schonbrodt& Gerstenberg,2012,p.726)

타인에게 향력을 행사하고,지배하는 것에 한 심(Schultheiss,2013,p.53)

표 1.주요 연구자들의 권력동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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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기존에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면 히 검토하면 다소의 차이는 있

지만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데,그것은 바로

지 (status)와 향력(influence)이다.지 는 상 방의 행동에 향을

수 있는 합법 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에서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가

장 표 인 차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Winter,1973).한편 지 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 으로 향력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향력을 갖기

해서 반드시 높은 지 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는 에서 두 개념은

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Fiske,2010). 를 들어 향력은 강제

성이 수반되지 않는 수평 이고 평등한 계에서도 상 방의 행동에 변

화를 수 있다는 에서 지 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권력동기 정의

에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는 핵심 요인인 지 와 향력을 반 하여 권

력동기를 ‘지 를 추구하고,사람과 상황에 해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

는 동기’라고 정의하 다.이 정의를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먼 본 정의에 따르면 권력동기의 핵심은 ‘지 를 추구하는 것’과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개인의 권력동기 수 을

알기 해서는 이들 두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들 요인

을 측정함으로써 그 사람의 체 인 권력동기 수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이다.이것

은 뉘앙스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 인 측면에서도 요한 차이를

내포한다.‘행사한다’는 것은 상황에 계없이 명시 이면서 일 되게 행

동하는 것을 뜻하므로 특질 개념의 정의를 반 한다.이에 반해 ‘행사하

고자 하는 것’은 의도나 목표와 같은 동기 인 속성을 반 하는 정의이

다.개념 으로 동기는 특질과 마찬가지로 안정 인 개인차 성향이기는

하지만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 된 행동으로 표

될 필요는 없다(Atkinson,1982:Winter,2007,p.921에서 재인용).그

런 에서 권력동기는 특질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본 정의에서는 ‘욕구(need)’라는 용어 신 ‘동기(motive)’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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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 다.기존의 권력동기 연구는 권력욕구(needforpower)와

권력동기(power motive)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

Assor,1988;Fodor& Wick,2009;Jemmott,1987;Wang,Liu,&

Zheng,2011;Winter,1987),기본 으로 욕구라는 표 은 동기가 의식

인 수 에서 자각될 수 없는 무의식 인 개념이라는 정신분석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기를 인지 인 목표로 개념화하고,

의식 으로 근하고,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권력욕구라

는 표 신 ‘권력동기’라는 표 을 채택하 다.

마지막으로 동기에 한 어 표 으로 ‘motive’와 ‘motivation’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데,이에 해 연구자들은 motivation은

일시 인 상태를,motive는 안정 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

리한 바 있다(Schultheiss,Strasser,Rosch,Kordik,& Graham,2012).

본 연구에서는 권력동기를 일시 인 상태로 간주하기 보다는 안정 인

개인차 차원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motive’라는 표 을 채택하 다.

한편 권력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구성개념들로 지배성,리더십,강

압 등이 있는데,일부 연구자들은 이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고자 하 다.

이 지배성은 권력동기와 가장 빈번하게 혼용되는 개념이다.하지만

지배성은 상 방을 궁극 으로 지배하는 것이 최종 인 목표인 반면에

권력동기는 상 를 지배하기 보다는 지배를 한 간 단계인 향력에

을 맞춘다는 에서 두 개념 간에는 차이가 있다(Schultheiss,2008).

한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집단 구성원들에게 향

력을 미치는 과정(Northouse,2004,pp.2-4)’으로 정의되는데,정의에 근

거하면 리더십은 다수를 상으로 하며,특정한 목표가 구체 으로 정의

되어 있고,안정 인 속성이 아니라 지속 인 과정이라는 에서 권력동

기와 구별된다.

하지만 Winter(1973,pp.4-11)는 이러한 구분이 평가자의 에 의

존 이며,유사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보다는 권력이라는 의미공간(semantic

space)상에서 련 개념들을 치시키는 것이 하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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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는 권력의 의미공간이 (1)지 의 상 성,(2)합법성․도덕성,(3)

향력을 받는 상의 항여부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

다.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리더십은 상 으로 높은 지 에 있는 사람

이 합법 인 권한을 바탕으로 상 방이 항하지 않도록 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반면 지 가 높은 사람이 도덕 이지 못

한 방식으로 향력을 행사해서 상 방의 항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강

압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와 같이 권력과 련된 유사 개념들은 권력이

라는 범 한 개념의 의미공간 상에서 히 치될 수 있으며, 한

설명될 수 있다.

2.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해 향력을 행사하

고,합법 인 지 를 획득하며, 신을 세우는 것에 심이 있다(Winter,

1993,2007). 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만족

감을 경험하기 때문에(Fodor& Farrow,1979)행동을 선택할 때 권력과

련된 심사를 요한 기 으로 고려하며,그 결과 이들의 행동은 여

러 면에서 구별된다.

1)지 추구 직업선택

권력동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인 목표 상태는 타인에게 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다(Jenkins,1994).권력이 있는 지

나 역할은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권력동기

가 높은 사람은 조직 내에서 정치 인 직책을 추구한다(Spangler&

House,1991). 를 들어 학생의 권력동기는 학생회 임원이나 기숙사

조교 등과 같은 공식 인 직책을 맡는 것과 련이 있었다(Winter,1973,

p.99).권력동기는 지 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 를 획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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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련이 있다.권력은 목표추구를 활성화시키고(Chen,Lee-Chai,&

Bargh, 2001; Guinote, 2007), 목표지향 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

(Galinsky,Gruenfeld,& Magee,2003).따라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더 많이 성취하며,그 결과 조

직 내에서 더 높은 지 에 올라간다.한 연구에서 31세에 측정한 권력동

기 수는 10년 후의 직업 성취를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cClelland& Franz,1992),이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향

력 있는 지 를 획득하는데 능숙함을 보여 다.

더 나아가 권력동기는 직업이나 경력을 선택하는 것과도 련이 있다.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희망직업에서 교사( 학교수),임상심리학자,성

직자,언론인,경 리자의 직업을 선호하는데(Winter,1973,p.106),

그 이유는 이러한 직업들이 타인의 행동을 직 으로 지시하고,제재하

고,통제할 수 있는 합법 인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Winter,

1992).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직종별 권력,친애,성취동기의 상

요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과학자나 학원생은 성취동기가 가장 우세한

동기로 나타났지만 경 리자는 권력동기가 가장 지배 인 동기로 나

타났다(Harrell& Stahl,1981).언론인의 권력동기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언론인은 일반인들보다 권력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irshowitz&

Nell,1983).

직업선택은 장기 인 생애 결과이기 때문에 권력동기가 실제로 직업선

택에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종단연구는 동기와 직업선택,경력발달과의 련성에 한 정

보를 제공해 다(Jenkins,1987).먼 Jenkins(1994)는 여성 참여자를

상으로 학시 에 측정한 권력동기와 직업선택과의 련성을 조사하

는데,20 반에 권력동기가 높았던 여학생은 35세가 되었을 때 권

력과 련된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권력동

기가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뿐만 아

니라 실제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직 으로 보여주

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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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단연구(Winter,John,Stewart,Klohen,& Duncan,1988)

결과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1960년 에 Mills 학과 Radcliffe

학을 졸업한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생 시 에 측정한 권

력동기는 40 가 되었을 때 향력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과 련이

있었다.보다 요한 것은 권력동기가 생애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있어

특질이 이를 경로화(channeling)하 다는 이다.구체 으로 Radcliffe

샘 에서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이 외향 인 경우 향력 있는 직업을

갖는 것과 정 인 상 이 나타났다.반면 내향 인 사람들은 권력동기가

행동으로 표 되는데 있어 내향 인 성격특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권력동기가 성격특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선택과

같은 장기 인 생애 결과까지도 잘 측할 수 있음을 보여 다.

2) 신과 주목받음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권력동기를 충족시키기 해 여러 가

지 략을 사용하는데,그 하나는 주목을 받도록 행동하는 것이다.이

들이 타인의 시선을 끌고 주목받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

고 고양하는 것에 심이 있기 때문이다(Zubriggen,2000).따라서 권력

동기가 높은 이들은 타인의 이목을 끎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

는 행동을 보인다. 학생의 경우 권력동기가 높은 학생은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한 시도와 논쟁을 더 많이 한다(Veroff,

1957).이들은 한 학신문에 을 더 많이 투고하고,기숙사 문 앞에

자신의 이름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Winter,1973).권

력동기가 높은 이들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

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신을 높이고자 한다.따라서 특권 소유물을

소유하는데 많은 돈을 소비하는데,특권 소유물은 좋은 자동차나 와인

라스처럼 사치품인 경우가 부분이다(Winter,1988).실제로 권력동기

와 제품 여와의 련성을 확인한 연구에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값

비싼 자동차나 고가의 의복이 자신에게 요하며,자신들의 욕구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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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midt& Frieze,1997).

창조 인 성취를 이루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목 을

충족시켜 다(Fodor& Greenier,1995).따라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

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창조 인 해결책을 더 많이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Fodor,1990;Fodor& Carver,2000;Fodor& Greenier,1995).권력동

기가 창조성과 련되는 이유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

에 비해 정 인 피드백에 해 정 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데

(Fodor& Greenier,1995),이러한 정 감정 상태가 창조 인 문제해결

능력을 진시키기 때문이다(Isen,Daubman,& Nowicki,1987).문제해

결 상황에서 창조 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은 결과 으로 이들을 돋

보이게 만든다.

한편 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이 강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Barnes,Brown,& Tamborski,2012).따라

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심지어 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한

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박 장면은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에게는

매력 인 상황이다.이들은 도박에서 타인의 주목을 받기 해 승산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극단 인 험을 감수하기도 한다(McClelland &

Watson,1973).이러한 시도들은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Reeve,2001;Winter,1973).

3) 인 계

인 계 역에서의 권력동기는 크게 교우 계에서의 주도성과 연인

계에서의 부 응 인 문제로 구분된다.먼 교우 계에서 권력동기는

주도성과 향력 과시를 특징으로 한다.한 연구에서 과거의 정경험과

행복한 사건을 회상하도록 했을 때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인정을 받거

나,타인에게 향력을 행사했던 내용을 더 많이 보고하 다(McAdams,

1982;Woike,1994).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에게 인 계 상황은 자신을

과시하고,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소수와의 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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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수와의 상호작용을 선호한다(McAdamsetal.,1984).권력동기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권

력동기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고,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

는데(Schultheiss& Brunstein,2002),이는 이들이 계에서 세련된 방

식으로 상 방을 설득하거나 행동에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권력동기가 높은 이들은 타인에게 신체 ,정서 인 향을 끼치는 것

에 만족감을 느끼지만,반 로 타인의 향을 받는 것은 싫어한다

(Schultheiss,2008).따라서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과의 계는 권력동기

가 높은 이들에게는 스트 스가 될 수 있다.한 연구에서 부하직원을 인

터뷰하는 상황을 가정하고,연구참여자에게 자기주장이 강한 하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부정 인 감정과 련이

있는 근육부 (brow supercilli)의 반응이 더 많이 증가하 다(Fodor,

Wick,& Hartsen,2006).상 방이 자신보다 하 자인 상황에서조차 부

정 인 반응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권력동기가 높은 이들이 친구를 선택

할 때 유능한 사람을 회피할 가능성을 시사한다.실제로 이들은 다른 사

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자신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순종 인 친

구를 선호하 다(Stewart& Rubin,1974).우정과 련된 일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친구를 돕는 일을 요하게 생각하

다(McAdamsetal.,1984).이들이 이처럼 조력활동을 요시하는 이유

는 계를 상 인 불균형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도움을 받는 친구를

복종 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McAdams,1988).

교우 계에서의 주도성과 달리 연인 계에서의 권력동기는 갈등 불

안정성과 련이 있다.연인 계에 있는 커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권력동기가 높은 남성은 트 와의 계에서 불만족이 높았는데,2년

뒤에 실시한 추 조사에서 이들은 트 와 헤어질 가능성이 더 높았고,

결혼에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Stewart& Rubin,1974). 한 한

종단연구에서 1960년에 측정한 남성의 권력동기 수 은 1974년에 조사

한 아내의 문직 종사 비율과 부 인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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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권력동기가 높은 남성이 배우자의 직업선택을 억압했기 때문일 수

있다(Winter,Stewart,& McClelland,1977).반면 권력동기가 높은 여성

에게서는 이러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교육수 이 높고 권력동기가

높은 여성은 성공한 남편과 결혼하는 경향이 높았으며(Winter,

McClelland,& Stewart,1981),여성의 권력동기 수 은 결혼생활에서의

만족과도 련이 있었다(Veroff,1982:McAdams,1988,p.87에서 재인

용).이와 같은 조 인 결과는 권력동기가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긴장

을 완화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자신의 권력동기를 충

족시키기 한 수단으로 인 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Winter,1988).

요약하면 교우 계에서 권력동기는 주도 이고 과시 인 형태로 나타

나지만,연인 계에서의 권력동기는 남성의 경우 안정 이면서 조화로운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4)리더십

권 인 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그 조직은 효과 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장면에서 권력은 필수 이다(McClelland,1970).권력

은 특히 리더십과 련이 있는데,그 이유는 권력이 리더십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Magee,Gruenfeld,Keltner,& Galinsky,

2005).따라서 권력동기는 리더의 심리 특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Winter,1987),권력동기와 리더십 간의 계는 주로 다른 동기와의 조

합에 따른 효과성의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먼 McClelland와 Burnham(1976)은 조직에서 성공 인 리자가 높

은 권력동기와 낮은 친애동기,그리고 높은 자제력의 동기 로 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이를 리더십 동기 패턴(leadershipmotivepattern)

이라고 명명하 다.리더십 동기 패턴을 가진 리자는 높은 수 의 자

기 제를 바탕으로 향력을 효과 으로 행사하며,하 자와의 계에서

개인 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에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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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향력 게임에 능하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감을 주는

업무 분 기를 창출함으로써 부하들의 의욕을 고취시킨다.따라서 이러

한 동기 패턴을 지닌 리더는 기업에서 고 리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

다.1956년에서 1960년 사이에 AT& T사에 입사한 사원을 상으로 성

격변인과 16년 후의 직 사이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리더십 동기

패턴을 가진 사원은 고 직 에 더 많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McClelland& Boyatzis,1982). 다른 종단연구에서도 리더십 동기

패턴을 가진 사원은 12년 후 남녀 모두 고 리직에 더 많이 승진하

으며(Jacobs& McClelland,1994),해군장교를 상으로 리더십 동기 패

턴과 수행성과 간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 성이 확인

되었다(Winter,1978:McClelland& Boyatzis,1982,p.737에서 재인용).

하지만 리더십 동기 패턴은 기술 분야가 아닌 비기술 분야( :인사,

매,고객 리 등)에서의 성공과만 련이 있었다(Cornelius& Lane,

1984;McClelland& Boyatzis,1982).이는 리더십 동기 로 일이 모든

분야에 효과 인 것은 아니며, 문 인 기술 분야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권력동기와 성취동기의 조합은 그 효과가 다소 제한 인 것으로 보인

다.성공 인 리자는 높은 권력동기와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ummin,1967).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권력동기와 성취동기가 동시에 높은 경우에만

기술 인 성공과 경제 인 성공을 모두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Varga,

1975).반면 McClelland와 Boyatizs(1982)의 연구에서 성취동기는 조직

내에서의 성공을 측하 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 이 낮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높은 직 에서는 이러한 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이는

지 가 낮을 때는 사람들에게 향력을 주는 능력보다는 업무에 한 개

인 인 공헌이 요하지만,높은 지 에서는 부하직원들을 리하는 능

력이 더욱 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리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임하기 보다는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하는 성취

동기는 오히려 효율 인 리더십을 해할 수도 있다(Kazen & Ku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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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권력동기는 정치지도자의 수행과도 련이 있다.GeorgeWashington

부터 RonaldReagan에 이르기까지 역 미국 통령 취임사의 내용분석

을 통해 동기수 을 측정한 연구에서 권력동기는 역사가들이 그 통령

을 하다고 평가한 정도와 련이 있었다(Winter,1987). 다른 연

구에서도 권력동기는 통령의 수행평가에 있어 다른 어떤 동기보다도

요한 향을 미쳤다(Spangler& House,1991).

5)생리 건강과의 련성

권력동기는 신경계 호르몬 수 에서의 생리 활동과 련되며,

한 다양한 건강 지표와도 련성을 보인다.생리 인 수 에서 권력동기

가 높은 사람은 스트 스에 직면하면 교감신경계 활동이 과각성되는 경

향이 있다.McClelland(1979)는 이를 기에는 억제된 권력동기 증후군

(inhibitedpowermotivesyndrome)으로,후에는 권력 스트 스(power

stress)라는 개념으로 설명하 다.억제된 권력동기 증후군이란 권력동기

가 친애동기보다 상 으로 높고 높은 행동억제 성향을 지닌 동기 로

일을 의미하는데,이러한 동기 로 일을 가진 사람은 고 압을 보이

는 경향이 있었다.종단연구에서도 억제된 권력동기 증후군은 20년 후의

고 압 련 질환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력 스트 스란 권력동

기가 각성되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좌 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을 의

미한다.내 인 억제나 외부 인 요인에 의해 권력욕구가 지속 으로 차

단되는 경우 교감신경계가 만성 으로 활성화된다.교감신경계가 활성화

되면 에피네 린의 분비가 증가하는데,에피네 린은 면역기능에 추

인 역할을 하는 림 구(lymphocyte)의 기능을 해한다. 한 면역세포

NKC(naturalkillercell)의 활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질병에 한 신체

의 면역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따라서 권력 스트 스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장기 인 측면에서 신체 인 질병이나 심

계 질환에 취약해진다(Jemmott, 1987; Jemmott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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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lelland, 1982, 1989; McClelland, Alexader, & Marks, 1982;

McClelland& Jemmott,1980).실제로 실험 상황에서 권력동기를 각성

시킬 경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쉽게 찰할 수 있다.일련의

연구에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권력 스트 스가 주어질 경우 권력

동기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활성화 응답을 보 으며(Fodor,1984),

정서 반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근 도계(electromyograph)측정에서

도 근육의 반응성이 증가하 다(Fodor,1985;Fodor& Wick,2009).하

지만 권력동기가 성공 으로 표 될 경우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고 응

상태가 좋은 것을 고려하면(McClelland,1982),권력동기가 반드시 건강

악화와 직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권력동기와 테스토스테론 간의 계에 한 연구가 집 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테스토스테론은 지배성,경쟁,그리고 폭력 인 공

격성과 련이 있는 생식 호르몬인데(Mazur& Booth,1998),남성의 기

테스토스테론 수 과 권력동기 사이에 정 인 상 이 일 되게 발견

된다(Schultheiss,2013).테스토스테론은 특히 지 를 추구하는 것과

한 련이 있다.한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 이 자신의 재 지

와 불일치하는 경우 생리 인 각성이 증가하고,인지 인 기능이 감퇴하

는 부조화 효과(mismatcheffect)가 나타났다(Josephs,Sellers,Newman,

& Metha,2006).더 나아가 테스토스테론 수 은 행동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 는데,이는 행동과 호르몬 간의 계가 상호 임을 의미한다

(Stanton& Schultheiss,2011).구체 으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경

쟁 인 시합에서 승리하는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일시 으로 증가

하 으며,보상을 가져다 행동에 한 도구 인 학습이 강화되었다.

반면 시합에서 패하는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ltheiss & Rohde,2002;Schultheiss,Wirth,Torges,

Pang,Villacorta,& Welsh,2005).

한편 여성은 테스토스테론과 권력동기의 계가 남성처럼 분명하게 드

러나지는 않는데,여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보다는 에스트라디올이 더

요할 가능성이 있다(Stanton& Schultheiss,2011).실제로 여성에게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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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에서 승리하는 경우 에스트라디올이 증가하고,지는 경우 에스트라

디올이 감소하는 패턴이 발견된다(Stanton& Schultheiss,2007).

권력동기와 련해서 테스토스테론,에스트라디올은 남녀에 따라 차별

인 기능을 하지만,스트 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

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남녀 모두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시

합에서 지는 경우 코티졸의 증가가 발견되었다.반면 권력동기가 낮은

사람은 오히려 시합에서 승리할 때 코티졸 분비가 증가했는데(Wirth,

Welsh,& Schultheiss,2006),이는 권력동기의 수 에 따라 사회 인 경

쟁상황이 차별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권력동기가 신경생리 인 기반을 지니고 있으며,

생식 호르몬과 권력동기 간에 매우 한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Schultheiss,2013). 한 권력동기가 지속 으로 좌 되거나 히 표

되지 못할 경우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6)성 활동

권력동기는 성과 한 련이 있는데,그 이유는 권력과 성의 정신

인 연합이 매우 강해서 권력이 활성화되면 성과 련된 개념이 자동

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Bargh,Raymond,Pryor,& Strack,1995;

Chen,Lee-Chai,& Bargh,2001).권력은 지각 과정에서도 성 인 과잉

지각을 유발한다.Kunstman과 Maner(2011)의 연구에서 권력을 가진 사

람은 이성의 하 자가 자신에게 성 인 심을 가진다고 잘못된 기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력과 행동 간의 계를 성 인 과잉지각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념 간의 긴 한 련성과 지각과정에서의 편향으로 인해 권력동

기는 다양한 성 행동으로 표 되는데, 부분의 경우 부정 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먼 남성의 경우 권력동기는 방탕하고 문란한

성생활과 련이 있었다.권력동기가 높은 남성은 보다 이른 시기에 성

경험을 시작했고,다수의 성 트 와 계를 맺었으며,성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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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ultheiss,Dargel,& Rohde,2003;

Winter,1973,pp.176-177).권력동기는 한 정서 인 친 감이 없이도

자유분방하게 성행 를 하는 성향인 성 인 자유분방함(sociosexuality)1)

과도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다(Yost& Zubriggen,2006).다문화권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성의 권력동기는 성 인 자유분방

함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책임감은 이들 간의 계를 약화

시키는 조 기능을 하 다.반면 여성에게서는 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

분방함 간에 유의한 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Hofer,Busch,Bond,

Campos,Li,& Law,2010).

극단 인 경우 권력동기는 성 인 공격행동( :술에 취해서 애인에게

자신과 섹스할 것을 강요하는 행 )과도 련이 있다.한 연구에서 남성

의 지배성은 여성 트 에 한 성 인 공격성과 정 인 상 을 보 다

(Malamuth,1986). 화 과제를 사용해서 권력-성의 연합과 성 인 공격

성 간의 련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권력동기가 높고 권력-성의 연합

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남성은 성 인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Zubriggen,2000).발달 인 에서 볼 때 이는 부모의 양

육방식과 련될 수 있다.5살 때의 부모의 양육방식과 20년 후의 아동

의 권력동기 수 과의 계를 조사한 종단연구에서 성과 공격성에 허용

인 양육을 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권력동기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Clelland& Pilon,1983).이는 권력동기가 방탕한 성 행동

이나 성 인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이유를 설명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권력동기는 성 인 방탕함이나 충동성과 같은

문제행동과 련이 있지만,특히 남성에게서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어 나

타난다.

1)sociosexuality는 어사 에는 성생활의 사회 측면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우리말에

정확히 일치되는 학술용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본 연구에서는 sociosexuality를 ‘성

인 자유분방함’이라는 용어로 번안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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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격성

권력동기는 폭력,공격성, 쟁 등의 사회 결과와 련이 있다.개념

인 수 에서 권력동기는 쟁을 설명하기 해 사용되는 여러 고

인 동기개념( :Freud의 죽음 추동)과 한 련이 있다(Winter,

2007).McClelland(1975:Winter,1993,p.532에서 재인용)는 한 국가의

쟁과 평화가 그 나라의 동기 수 에 의해 측될 수 있다고 제안했는

데,그의 제안은 경험 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먼 국가 차원에서

의 높은 권력동기는 쟁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nter(1993)

는 1차 세계 의 역사 자료( :정부성명,연설,외교문서 등)를 분석

해서 동기 수 을 측정한 결과, 쟁은 권력동기가 높고 친애동기는 낮

을 때 발발한 반면, 쟁의 종식은 권력동기가 감소되는 것과 련이 있

었다.이를 확장한 다른 연구에서도 권력동기는 기를 평화 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쟁을 유발하는 것과 더 련이 있었다(Winter,

2007)2).이 외에도 알카에다를 비롯한 13개 테러리스트 조직의 인터뷰

연설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들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권력동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mith,2008).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폭력이나 착취에 여될 때가 있다.이들은

자신의 권력동기가 받게 되면 친 한 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 ,

심리 으로 공격 이 될 가능성이 크다(Mason& Blankenship,1987).

특히 여성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권력동기는 성 공격

성을 측하는 요한 동기이다(Malamuth,1986).실제로 권력동기가 높

은 남성은 연인 계에서 트 를 신체 으로 학 하는 것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련이 있었다(Dutton & Strachan,1987;Mason &

Blankenship,1987). 상 장면에서 권력동기는 결 인 형태로 표출된

다.죄수의 딜 마를 이용한 실험 상황에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상과정에서 결 이고 착취 인 행동을 보 으며(Terhune,1968),상

방과 합의나 상을 하는 상황에서 우 에 있게 되면 합의를 깨뜨리거

2)이 연구는 Winter(1993)의 연구와 달리 쟁과 평화 해결이 공존했던 8개의 기상

황을 선정한 후 쟁상황(W)에서 권력동기 수를 산출하고,평화 으로 해결된 상

황(P)에서 권력동기 수를 산출한 후 이들 간의 차이 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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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 다(Schnackers& Kleinback,

1975:Winter,1993,p.533에서 재인용).이 게 체로 권력동기와 공격

성 간에는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Schonbrodt,

Unkelbach,& Spinath,2009).

8)그 밖의 문제행동: 험추구 행동,집단사고,음주

권력동기는 험추구 행동과 련이 있다(McClelland & Watson,

1973).Anderson과 Berdahl(2002)에 따르면 지배성이나 권력과 련된

지 는 행동활성화체계(BAS)를 작동시켜 사회 인 보상에 을 맞추

게 함으로써 결과 으로 험을 추구하게 만든다. 조 으로 지배성이

나 지 가 낮은 경우에는 행동억제체계(BIS)가 활성화되는데,이는

과 처벌에 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험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

게끔 만든다.Anderson과 Galinsky(2006)는 이러한 과정을 보다 정교하

게 규명하 다.이들에 따르면 높은 권력감은 낙 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런데 낙 성의 증 는 사건을 지각하는데 있어 험성을 낮게 평가하

도록 만들며, 한 자신의 행동이 정 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

를 형성하기 때문에 험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만든다.실제로 지배성

이 높은 사람은 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딜 마 상황에서 안정

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상은 크지만 동시에 손실의 험이 뒤따르는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maree,DeDonno,Burns,

Feldman,& Everhart,2009).이 밖에도 권력동기와 험회피 성향 간에

는 체로 부 인 상 이 발견된다(Schonbrodtetal.,2009).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험하고 충동 으로 행동하는 원인을 종합

하면,생리 인 수 에서는 술한 바와 같이 테스토스테론의 향을 받

고,인지 인 수 에서는 지 권력성취라는 보상에 주목함으로써

험을 과소평가하고,행동 략 수 에서는 타인에게 주목을 받고 인상을

남기기 한 시도들이 복합 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이

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험하고 충동 인 행동을 왜 스스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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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직 장면에서 권력동기는 성공 인 리더십과

도 련이 있지만,권력동기가 높은 리더는 아첨에 취약하며, 한 그 조

직은 집단사고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 연구에서 리자의 입

장에서 자신에게 환심을 사기 한 행동을 하는 가상의 부하직원을 평가

하도록 한 결과 권력동기가 높은 리자는 권력동기가 낮은 리자에 비

해 그 사람의 수행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dor&

Farrow,1979).이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찬사를 갈

망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지와 충성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호의 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권력동기와 집단사고와의 계를 확인한 일련의 실

험에서 권력동기가 높은 리더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더 게 사용하

으며,그러한 리더가 있는 조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

의 수가 었고,그 조직에서 내린 결론은 도덕 인 측면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odor& Smith,1982).이러한 결과는 리

더의 권력동기가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독재 인 리더십을 발휘

하고,조직 구성원들의 비 인 사고를 차단함으로써 조직에 해악이 되

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 다.

권력동기는 폭음과도 련이 있다(Mann,Chassin,& Sher,1987).

학생을 상으로 권력동기와 음주와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권력동

기는 폭음의 빈도,알코올 소비,그리고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한 것과

련이 있었다(Hirshowitz& Nell,1983;Nell& Strumpfer,1978).권력

동기가 높은 사람이 폭음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음주가 권력과 련된 환

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일정 부분

권력을 가진 듯한 느낌을 갖게 해 주기 때문에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이를 통해 리 인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McClelland,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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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력동기의 이 속성과 조 변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력동기는 성공 인 리더십, 향력 있는 직

업선택,조력활동과 같이 바람직하고 친사회 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

지만,한편으로는 공격행동,충동성 험추구, 계갈등,폭음,성

탐닉과 같이 충동 이고 방탕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이는 권력동

기가 이 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권력동기의 이 속성과 조 인 행동결과를 설명하기

한 방안으로 연구자들은 이를 조 하는 개인차 변인을 규명하거나 권

력동기의 하 유형을 구분하고자 시도하 다.

1)주요 조 변인

책임감

먼 주요한 조 변인으로 책임감을 들 수 있다.책임감은 권력동기

연구에서 가장 일 되면서도 요한 조 변인으로 한 개인 내에서 잘 변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 인 개인차 변인으로 간주된다.성격변인으로서

의 책임감은 Winter(1992)에 의해 체계 으로 개념화되었는데,그에 따

르면 책임감은 많은 요소를 가진 다차원 인 개념으로 신념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인지 인 군집이다.Winter와 Barenbaum(1985)은 책임감이

(1)법 ,도덕 기 ,(2)타인에 한 심,(3)결과에 한 고려,(4)사

명감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이를 평정할 수 있는 채

체계를 제작하 다.책임감은 권력동기의 반사회 인 효과를 경감시키

며(Fiske,2010),권력동기가 표 되는 방식을 정 인 방향으로 경로화

시켜 다.즉,권력동기가 높을 때 책임감이 높은 경우는 친사회 인 형

태로 행동이 나타나지만,책임감이 낮은 경우는 충동 이고,방탕한 형태

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Winter,1991b;Winter& Barenbaum,

1985).한편 개인수 과는 달리 국가차원에서의 책임감은 역설 인 기능

을 하기도 한다.한 연구에서 높은 권력동기와 책임감은 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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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유발하는 것과 련이 있었는데,이는 내집단에 해 책임과 의

무를 다하는 것이 외집단에 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Winter,2007).

친애

타인에 한 심,친애,그리고 상호성 등은 권력을 억제하는 자연

인 제동장치의 기능을 한다(Winter,2006).높은 수 의 친애는 권력동기

의 공격 인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권력동기가 친사회 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로를 조정해 다

(McAdams,1988).국가 차원에서 높은 권력동기와 낮은 친애동기 조합

은 쟁 기상승과 련이 있었다(Winter,1993).반면 국제 계에서

그 국가의 친애동기 수 은 상이나 타 과 같은 평화 인 결과를 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Langner& Winter,2001).가상의 게임 상황에서

도 친애동기는 력 인 행동과 련이 있었다.가상의 독재자 게임에서

권력동기와 타인에게 돈을 액 간에는 부 인 상 이 나타났지만,

친애동기와 액 간의 계에서는 정 인 상 이 나타났는데,이러한 결

과는 친애동기가 권력동기의 이기 인 속성을 약화시켜 을 시사한다

(Schonbrodt& Gerstenberg,2012).

권 주의 성격

책임감과 친애가 권력동기의 부정 인 측면을 억제하고,친사회 인

행동을 유도한다면,권 주의 성격은 권력동기의 부정 인 측면을 증폭

시킬 것으로 상된다.개념 으로 권력동기와 권 주의 성격은 권력을

매개로 한다는 에서 유사성이 있다.하지만 권력동기는 타인을 지배하

기 보다는 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타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오 인 것으로 경험하는 반면,권 주의 성격은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

면서도 자신보다 강한 상 에게는 무조건 으로 복종한다는 에서 두

개념 간에는 요한 차이가 있다(김재신,한성열,2004).특히 권 주의

성격이 여러 형태의 차별행동(Whitley,1999;Zakrisson,2005)이나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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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ehammar,Akrami,Gylje,& Zakrisson,2004;Lippa& Arad,1999),

그리고 성 인 공격성(Begany & Milburn,2002;Walker,Rowe,&

Quinsey,1993)과 한 련이 있는 을 고려할 때 권 주의 성격

은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상된다.

2)권력동기 유형:사회 vs.개인 권력동기

권력동기의 조 인 행동결과를 설명하기 한 다른 방안은 권력

동기의 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McClelland(1970)는 ‘권력의 두 얼

굴’이라는 논문에서 권력동기가 사회 (socialized)권력동기와 개인

(personalized)권력동기로 구분된다고 가정하 다.두 동기 모두 향력

을 갈망한다는 에서는 유사하지만 궁극 인 결과에서는 극명한 조를

보인다.사회 권력동기를 지닌 사람은 권력과 련된 사고가 타인을

해 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

과 복지를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한다.반면 개인 권력

동기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해 타인을 이용하고,지배하기 때

문에 이러한 유형의 권력동기를 지닌 사람은 폭음,도박,성 탐닉,신

체 인 싸움 등의 행동과 연 된다.Varella,Jarvidan과 Waldman(2005)

은 이를 리더십과 목하여 개인 리더십과 사회 리더십으로 구분하

다.개인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조직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해 행동하지만,사회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높은 수 의 제를 바

탕으로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해 리더십을 행사한다.이들은 이러한 리

더십 유형이 리더가 지니고 있는 권력동기와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

안하 다.

Magee와 Langner(2008)는 McClelland(1970)의 제안을 경험 으로 검

증하 다.이들은 역사 으로 요한 사건인 Cuba미사일 사태를 가상

하게 만든 다음,참여자들이 Kennedy 통령의 입장이 되어 갈등의

상이었던 러시아에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도록 한 후 서신 내용에서 사회

권력동기와 개인 권력동기 수를 산출하 다.그 결과 개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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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동기는 갈등을 상승시키는 공격 인 의사결정과 련이 있었으나 사회

권력동기는 다수를 이롭게 하는 의사결정과 련이 있었다. 자들은

권력동기 수를 합산한 모형보다 두 유형의 수를 분리한 모형이 설명

력이 높기 때문에 권력동기의 하 유형을 분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

안하 다.

3)권력동기와 련된 이슈:성차

권력동기와 련된 요한 이슈로 성차가 있는데,이는 권력에 한

잘못된 통념과 계가 있다. 통 으로 권력은 지배성,공격성 등의 의

미를 함축한 남성 인 특질로 고려되어 왔으며(Booth,Vinograd-Bausel,

& Harper,1984),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지 를 추구하고,더 많은

힘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반면,여성은 그 지 않다는 통념이 존재해 왔

다.다시 말해 사회구조 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계가 계층화되

어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권력을 확립하고,유지하고,표 하는 방

식이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 이다.이러한 통념에 해 권력동기에

서의 성차에 한 문헌을 고찰한 Winter(1988,1992)는 권력동기에서의

남녀간 성차에 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다.실제로 남녀의

권력동기 수 을 비교한 많은 연구( :Chusmir,1986;Langan-Fox&

Grant,2006;McAdamsetal.,1984;Schultheiss& Brunstein,2001;

Steele,1977;Stewart& Rubin,1974;Xu,Xu,Mellor,& Duan,2012)

결과들이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남녀 모두에게 있어 권력동기는 타인의 에 띄려 하고, 향력 있는

직업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권력행동을 측하 다.단,여성과는 달리

남성은 과도한 음주,약물사용,공격행동,성 탐닉 등과 같은 방탕하고

충동 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Hoferetal.,2010;Winter,

1988;Winter& Barenbaum,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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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력동기의 측정

지난 60년간 질문지로 측정한 동기 수와 환상의 내용분석을 통해 측

정한 동기 수 간에는 상 이 없거나 상 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가 미약하다는 견해가 지배 이었다(Schultheiss,Yankova,Dirlikov,

& Schad, 2009). 그 이유에 해 McClelland, Koestner와

Weinberger(1989)는 인간의 동기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체계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즉,인간의 동기체계는 개인이 의식 수

에서는 자각할 수 없는 암묵 이고 무의식 인 동기와 더불어 인지

으로 자각하고 의식할 수 있는 명시 인 동기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다.이는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딜 마가 있음을

의미한다(King,1995).이러한 맥락에서 통 으로 권력동기는 투사

방법과 자기보고식 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어져 왔다.여기서

자는 암묵 이고 무의식 인 측면에서의 권력동기를,후자는 명시 이

고 의식 인 측면에서의 권력동기를 측정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투사 측정방법

먼 암묵 인 권력동기를 측정하는 방식은 Freud의 정신역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정신역동 이론에 따르면 부분의 동기는 무의식 이

며 다른 동기와 갈등 계이고, 한 방어 이기 때문에 장된 행동으로

표 된다.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하게 되는 원천에 내성 인

방법으로는 근할 수 없으며(Schultheiss& Pang,2007),자신이 행동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Nisbett& Wilson,1977).

따라서 행동에 한 스스로의 설명이나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을 외부에서

찰하는 것은 동기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그보다는 자유연상

을 통해 그 사람의 욕구나 소망과 련이 있는 환상을 분석하는 것이 효

과 이다.하지만 자유연상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방법

은 모호한 자극에 한 언어 인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체가 되었

다.이러한 입장은 환경에 한 지각이 무의식 인 동기에 의해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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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히 해석하면 동기의 원천에 근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Winter,1973).

게다가 사회 으로 권력은 의혹이나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권력동기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기시되어

있다.실제로 사람들에게 목표가 무엇인지를 직 으로 묻는 경우, 부

분 친애동기나 성취동기에 해 이야기하지 권력을 언 하지는 않는다

(Emmons& McAdams,1991).이는 권력동기를 직 인 질문을 통해

서 측정하기 보다는 간 으로 측정해야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Winter,1992).

(1)TAT와 PSE

이를 해 Murray(1938)는 모호한 자극으로 구성된 주제통각검사

(TAT;ThematicApperceptionTest)를 제작하 다.TAT는 인간의 동

기를 측정하기 한 최 의 측정방식이었다는 에서 큰 공헌을 하 지

만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평정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주 인 해석

에 의존하 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방식

과 채 체계를 고안하 다.

TAT를 보완해서 암묵 인 동기를 측정하는 검사방식을 PSE(picture

storyexercise)라고 지칭한다(McClellandetal.,1989).PSE 역시 다양

한 사회 상황( :승객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선장의 모습 등)을 포함

하는 4～8장의 그림 자극에 해 스토리를 작성하도록 하고,그 내용을

평정함으로써 그 사람의 동기 수 과 강도를 평가한다(Schultheisset

al.,2003).PSE는 그림 자극을 제시하고,그에 한 반응을 분석한다는

에서 TAT와 동일하지만,자극의 제작과정이 실험 연구를 통해 타당

화되었고(Schultheiss,2013),심리측정 으로 보다 정교화되었다는 에

서 기존의 TAT와 차이가 있다(Schultheiss& Pang,2007).

PSE에서 응답한 반응을 기반으로 권력동기를 채 하는 표 인 방식

이 바로 Winter채 체계(WinterScoringSystem)로 이 체계는 재 권

력동기 수를 평정하는데 가장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Winter,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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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a,1992).Winter채 체계는 그림 자극에 한 연구참여자의 반응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언어 인 자료, 를 들면 소설,연설문,서신 등

과 같은 장르도 분석이 가능하다(Winter,1993).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피험자들의 응답에서 권력동기의 핵심주제와 련된 내용을 탐색해서 평

정하며,이를 합산하여 그 사람의 권력동기 수를 산출한다:(1) 군가

직 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행동(도움을 주거나,공격을 하거나,타인을

설득하는 등의 행 )에 한 심을 보일 때,(2)그 사람의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 강한 정서 반응을 각성시킬 때,(3)명성 혹은 지 에 한

심을 보이는 내용이 있을 때(Winter,1992).

(2)투사 측정방법의 문제

하지만 투사 인 방식으로 권력동기를 측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

러 가지 문제 이 있다.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

렵다는 이다. 개의 경우 Winter채 체계를 이용해서 권력동기를 측

정하기 해서는 채 체계에 해 문 으로 트 이닝을 받은 평정자가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이야기를 평정하게 된다( : Winter,1987;

Magee& Langner,2008).하지만 채 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

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그로 인해 규모의 양 연구를 수행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 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도 있다(Lilienfeld,Wood,& Garb,2000).

둘째,권력동기를 채 하는 기 과 범주가 지나치게 범 하다는 것

이다.Winter채 체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공격하는 것 등의 이

질 인 행 를 모두 권력동기로 범주화하여 채 하는데,이러한 행 는

권력동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성격변인( :공격성,

이타주의 등)의 향이 혼입될 수 있으며,오히려 그러한 성격변인이 더

주도 인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 한 응답 내에서 권력동기,친애

동기,성취동기 등을 모두 평정하기 때문에 다른 동기의 응답내용이 잘

못 분류될 여지가 있다.실제로 암묵 인 동기를 측정하는 TAT 측정도

구와 의식 이고 명시 인 동기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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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낮은데(Schultheissetal.,2009),이는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동기체계가 완 히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두 측

정방식의 채 범주가 불일치하고(Schonbrodt& Gerstenberg,2012),구

성개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다.

셋째,신뢰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신뢰도는 좋은 검사도구라면 갖추

어야 하는 필수 인 요건으로 넓은 의미에서 검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을 의미한다(Gleser,Cronbach,& Rajaratnam,1965:Entwisel,1972,p.

378에서 재인용).하지만 TAT측정방식의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검

사-재검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Entwisel,1972;Fineman,

1977),연구결과 한 상당 부분 경험 으로 지지되지 않았다(Lilienfeld

etal.,2000).이와 같은 결과에 해 Winter와 Stewart(1977)는 검사-재

검사 신뢰도 문제는 연구참여자가 두 번째 검사에서 첫 번째 검사와는

다른 창의 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암묵 인 부담 때문일 수 있다

고 보고,이 과 유사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지시할 경우

신뢰도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하지만 이에

해 Kraiger,Hakel과 Cornelius(1984)는 그 게 개선된 신뢰도는 연구참

여자의 기억능력이 반 된 결과이지 근본 으로 TAT 검사의 시간 안

정성을 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넷째,정신역동 인 을 지나치게 시했다는 이다.그런데 무의

식 인 추동과 같은 동기 개념은 정상 인 성격을 연구하는 역보다는

병리 인 환자를 다루는 임상장면에서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다

(Good& Good,1972).

마지막으로 검사자극의 균일성 규 의 문제를 들 수 있다.TAT로

측정되는 권력동기 수는 그림의 수나,속성,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시간

등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에 한 규 이 정해져 있지 않다

(Winter,1992).다시 말해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표 화된

그림 세트가 없고(Fodor& Farrow,1979;Fodor& Riordan,1995;

Langan-Fox& Grant,2006),연구자의 직 인 단에 따라 그림의 종

류와 수를 선정하므로(Sokolowski,Schmalt,Langens,& Puca,200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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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다 선택되는 그림 자극과 수량이 상이하다.따라서 검사자극이 균일

하지 않고 이질 이며(Moser& Gerth,1986),그 결과 서로 다른 조건에

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TAT 방식의 측정방법은 심리측

정 인 결 과 실용 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자기보고식 측정방법

TAT방식과 더불어서 동기를 측정하는 표 인 방식은 질문지를 사

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다.일반 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식은 특정한 내용 역에 한 여러 진술문을 제시하고,연구참여자로

하여 다양한 응답 선택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동기 수 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Thrash,Maruskin,& Martin,2012),이를 통해

사람들의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고,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다(Sokolowskietal.,2000).이러한 통에서는

행동의 유발과 선택에서 의식 인 기능을 강조한다.특히 사회인지 인

성격이론에서 동기는 목표로 개념화되는데,이는 암묵 동기이론에서

동기가 자극이나 단서에 의해 무의식 으로 각성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비된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인지 인 에서 개인이 자신의 동기에 의식 으

로 근할 수 있으며, 한 자신의 동기 인 선호를 잘 알고 있다고 가

정하 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기는 목표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다

양한 상황에서 추구될 수 있으며,동시에 사회 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

정될 수 있다.이러한 에서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들이 다음과 같이 개발되어져 왔다.

(1)기존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

먼 PRF(PersonalityResearchForm;Jackson,1967,1984) 지배

성 척도는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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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F는 Murray(1938)의 욕구 이론을 기반으로 인간의 기본 인 명시

욕구(manifestneeds)를 측정하기 해 제작되었다.하지만 애 의 제작

배경과 달리 PRF는 성격특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Engeser& Langens,2010),동기와 특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서로

다른 수 에서 행동에 여하기 때문에(Emmons,1995;Winteretal.,

1988)특질 측정도구로 동기를 측정하는 것은 한 방법이 아니다.

를 들면 지배 인 특질을 가진 사람은 범상황 으로 일 되게 지배 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지 나 향력을 추구하지

만,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표 될 수 있다.

PRF와 마찬가지로 권력동기를 측정하는데 간혹 사용되고 있는

InterpersonalAdjectiveScale(Wiggins,Trapnell,& Phillips,1988) 한

특질 지배성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SOI(SocialOrientationInventory)는 Good과 Good(1972)이 사회 인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척도이다.하지만 SOI는 권력동기의

친사회 인 측면만을 반 하 고,특정한 행동을 반 하는 형태로 기술

되어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이 합법 이고 히 사용되도록 결정하

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문항의 표 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해

하기 어렵다는 결 이 있다(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 않다).

Moser와 Gerth(1986)는 Winter채 체계(1973)의 내용범주를 반 하

여 PMQ(PowerMotiveQuestionnaire)를 제작하 다.PMQ는 권력지향

인 행동을 반 하는 문항과 상 이 나타났다는 에서 일정 부분 함의

가 있다.하지만 척도의 문항이 55문항으로 많고,권력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무엇보다 척도의 제작과정이 검증되

지 않았다는 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Schonbrodt,Unkelbach와 Spinath(2009)는 인간의 동기체계를 측정할

수 있는 MPZM(MotiveProfileFollowingtheZurichModel)을 개발하

다.MPZM에서는 권력동기와 신(prestige)동기를 구분해서 측정하

는데, 부분의 권력동기 연구에서 이 둘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은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하 요인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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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nbrodt& Gerstenberg,2012;Winter,1988). 한 문항 선정과

정에서도 MPZM은 각 문항이 행동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지를 기 으로

삼았는데,동기가 반드시 일 된 행동으로 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에

서 한계가 있다.

Raskin과 Hall(1979)이 자기애 인 성격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NPI(NarcissisticPersonalityInventory)의 하 요인으로 권력욕구가 발

견되고,NPI와 TAT 방식으로 측정한 권력동기 간에 정 인 상 이 나

타남을 고려할 때(Carroll,1987),NPI를 활용해서 권력동기를 간 으

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NPI의 요인분석 결과가

일 되게 나타나지 않으며(cf.정남운,2001;Emmons,1987;Raskin&

Terry,1988), 한 NPI가 애 에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ofMentalDisorders)진단 거를 기반으로 제작된 척도임을 고

려할 때 정상 성격보다는 병리 인 성격을 측정하는데 할 것으로

단된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척도로는 기존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문항을 구성한 UMS(UnifiedMotiveScale;Schonbrodt& Gerstenberg,

2012)가 있다.UMS는 규모의 샘 을 상으로 개발되었으며,분석과

정에서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해 문항반응이론을 용해 척도를

제작하 다.그 결과 UMS는 기존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와 달리 신뢰

도가 양호하다는 장 이 있지만,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에 특질,목표,가

치 등의 이질 인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에서 동기를 측정하는 도

구로 사용하기에는 근본 인 한계가 있다.

그 밖에도 TAT방식과 자기보고식 측정방식을 충한 방식의 도구도

개발되었다. 표 으로 MMG(Multimotive Grid;Sokolowskietal.,

2000)를 들 수 있는데,MMG는 반구조화된 투사법 측정도구로 PSE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제시한 후 제시된 그림에 가장 합한 내용을 평정하

도록 한다.MMG는 양측의 장 은 취하고,단 은 극복하기 한 안

으로 개발되었지만 권력동기를 근 인 측면과 회피 인 측면으로 구분

하여 측정한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와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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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ons(1986)는 개인 추구(personalstrivings)측정방식을 제안했

는데,개인 추구란 개인이 일상 인 행동을 통해 성취하기 해 노력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개인 추구 측정방식은 “나는 형 으로 ～을

하기 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에,응답자가 자신이 추구하거나,회피하고

자 하는 목표들을 기술하는 방식이다.개인 추구 측정방식은 형 인

형태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아니지만 명시 동기와 암묵 동기 모두

와 어느 정도 련이 있고(Emmons& McAdams,1991),삶의 만족도,

정 부 감정과 같은 요한 응 변인과 련이 있다는 에서 활

용 가치가 있다(Emmons,1986).하지만 문장으로 진술한 내용을 평정해

서 수화해야 한다는 에서 투사 방식과 근본 으로 유사한 문제가

있다.

지 까지 제작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문제 을 요약하면 (1)측정문

항이 특질 지배성 척도와 유사하고,(2)행동 주로 기술되어 목표,선호

와 같은 동기 인 특징을 반 하지 못했으며,(3)권력동기의 조작 정의

와 핵심 요인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4)척도의 제작과정에서 구성개

념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며,(5)결정 으로 권력지향 행동과의

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다.이로 인해 일 성 있는 결과가 도출

되지 못했으며,개발된 척도 한 후속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지 못했다.

(2)새로운 안:IndexofPersonalReaction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는 권력동기 척도는 술한 내용의 문제 을 보

완하고,개선해야 한다.먼 측정문항의 내용과 형식은 특정한 행동을

기술하기 보다는 동기 인 형태( :하고 싶다,좋아한다, 요하다)를

갖추어야 하고,권력동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주제와 하 요

인( :지 , 향력)을 반 해야 한다. 한 구성개념에 한 엄격한 심

리측정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Bennett(1988)이 개

발한 IPR(IndexofPersonalReaction)이 있다.Bennett은 권력동기를 측

정하는데 사용되는 부분의 척도가 동기 인 성향이 아닌 특질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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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성이나 통제성향을 측정한다는 에 주목하 다.따라서 기존 척도

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IPR에서는 특정한 행동을 기술하는 문항

은 제외하고,선호나 목표를 묻는 것처럼 동기 인 속성을 측정하기에

합한 문항을 척도에 반 하 다.Bennett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

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구분하되,이들이 서로 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따라서 그는 이러한 기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항을 새롭게 구성한 후 이 척도가 권력과 련

된 다양한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에서 IPR이라고 명명하 다.

IPR은 투사 인 측정방식의 문제 을 보완할 수 있으며,실용 인 부분

에서도 강 이 있다.요인분석 결과에서 IPR은 권력 욕구(nPower), 향

력 욕구(nInfluence),지각된 능력(perceivedability),복종에 한 항

(resistancetosurbodination)의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이들 요인에

해 자는 nPower 요인은 ‘지 에 한 자기 심 인 추구’로,

nInfluence요인은 ‘타인을 설득하고 향을 주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하

고 이들이 구분되는 독립 인 개념이라고 제안하 다.즉,Bennett은 지

를 추구하는 것과 향력을 선호하는 것이 근본 으로 서로 다른 구성

개념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분의 권력동기 정의에서 지

추구와 향력 선호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함께 고려되고 있다.특히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해

재 가장 범 하게 사용되는 Winter채 체계(Winter,1973,1991a,

1992)에서도 권력과 향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IPR에서 측정하는 nPower요인,nInfluence요인

을 새롭게 구성되는 권력동기 척도의 주요 하 요인으로 가정하고,이

들 요인을 각각 ‘지 추구’와 ‘향력 선호’로 재개념화하 다.앞서 권력

동기의 정의를 ‘지 를 추구하고,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로 조

작 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이에 따르면 IPR로 측정하는 ‘지 추구’와

‘향력 선호’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권력동기 척도를

구성하는 2개의 하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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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목

권력동기는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단 로 구에게나 보편 인 동기임

과 동시에 사회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동기이지만,특질연구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 으며,체계 으로 연구되지 못하 다. 재까지 권력동기

에 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이를 효과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국내에 소개되거나 개발된 이 없다. 부분의 국

외 연구는 동기의 의식 인 측면은 배제하고 무의식 인 부분에만 집

하고 있지만,이러한 근법은 동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난해하고 많은

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에 사용된 자극이 동일하지 않아 연구결과

를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에서 근본 인 한계가 있다.

권력동기가 주요한 연구 주제로서 경험 으로 연구되기 해서는 먼

TAT 통으로부터 벗어나 권력동기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필요하다. 재까지 개발된 척도 Bennett(1988)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 IPR은 권력동기의 핵심 주제를 잘 반 하고 있으며,권

력동기를 측정하기에 합한 문항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R 일부 요인을

추출한 후 엄격한 타당화 과정을 통해 권력동기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

다.특히 권력동기 연구는 다른 성격 척도와의 단순한 상 분석에 그쳐

서는 안 되며, 실 세계에서의 실제 행동을 반 하고 측할 필요가 있

다(Winter,1973).권력동기가 행동으로 표 되는데 어떠한 과정이 기

에 존재하며, 한 다른 성격변인과 어떠한 련성을 지니는지를 다각

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체 연구구성은 그림 1과 같다.연구1에서는 권력

동기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타당화함으로써 권력동기를 간편하면

서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경험 인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

다.특히 연구1에서는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통계 기

을 용함으로써 권력동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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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연구구성도

연구2에서는 새롭게 타당화된 권력동기 척도를 이용해서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련성을 규명하고,이들 간의 계를 조 하는 성격변인을

탐색하 다.즉,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행동특성을

확인하고,선행연구에서 주요 조 변인으로 고려되어온 책임감,우호성의

조 효과와 권력동기와 개념 으로 한 권 주의의 조 효과를 검증

함으로써 동기와 특질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확장하 다.

연구3에서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연구2의 결과를 확장하여 반복검증

하고,부정 인 유형의 권력동기를 억제시키는 방안을 탐색하 다.이를

해 화 과제를 이용해서 친사회 인 특질개념을 활성화시킨 후 자신

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갈등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경향성을

확인하 다.만약 특질개념을 단기 으로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부정

인 행동을 억제하고,친사회 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면,이를 조직

학교 장면에 용함으로써 교육 인 함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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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권력동기 척도 타당화

연구1의 목 은 권력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고,타당화하는 것이다.심리학의 어느 분야이든 연구에 있어서 핵

심요소는 그 구성개념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이다(Mayer,Faber,& Xu,

2007).서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권력동기 연구는 구성개념이

조작 으로 정의되지 못하 으며,단일 요인이라고 가정하기에는 그 범

가 지나치게 폭넓고 포 이었다.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경우 문항

형식이 치 못하거나,특질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이 부분이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척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구성개념에 한 타당

도 분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다.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

학의 첫 걸음은 연구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에서 출

발한다.그런 에서 타당도가 부족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수용하기 어렵다.가설 구성개념을 정확히 측정했는지에

한 증거는 요인분석을 통한 잠재변인 확인,이론 으로 련이 있는

변인과의 련성,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개념과 련된 행동의 측가

능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해법으로 연구1에서는 다양한 기 에 걸쳐 권력동기 척도의 타당도를 검

증한 후 궁극 으로는 권력동기가 실제 권력지향 인 행동을 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권력동기에 한 기존 연구의 개 에 근거해서 권

력동기가 ‘지 추구’와 ‘향력 선호’라는 두 개의 주요한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그러므로 연구1에서는 권력동기가 ‘지 추구’와

‘향력 선호’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함과 동시에 권력동기

척도가 합한 심리측정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엄격한 통계 기

을 용하여 검토하 다.본 연구는 권력동기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

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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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차

연구1은 모두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먼 1단계에서는 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권력동기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 으며,2단계에서

는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탐색하고,문항을 선별하 다.3

단계에서는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를 교차 타

당화하 으며,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상 회귀분석을 통해 권력동

기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 다.분석 차를 그림 2에 간략히 제시

하 으며,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연구1의 분석 차

1단계:척도의 번안

권력동기 척도의 번안은 다음의 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먼 연구자

가 일차 으로 체 문항을 번안한 후 심리학 교수 2인,심리학과 학

원생 7인으로 이루어진 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어색하거나 표 이

매끄럽지 못한 문항을 수정하 다.이후 원척도와 한국어 척도의 의미

를 최 한 같게 하기 해 문학 공자 1인과 이 언어를 구사하는 통

번역 문가의 감수를 받아 역번역 과정을 거쳤으며,이러한 과정을 통

해 권력동기 척도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 다.

2단계:탐색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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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의 목 은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권력동기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요인에 합한 문항을 선별하는 것이다.탐색 요인분석의 진

행 차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 차

서울 소재 4년제 A 학에서 재학 인 학부생 263명(1차 샘 )이 참

여하 으며,이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의 설문을 제외한 261

명(여자 150명,남자 11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6세(SD=2.1) 으며,연령범 는 18세에서 29세 다.설문은 수

업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설문조사의 목 내용,연구참여자의 권

리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연구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측정도구

권력동기 척도: Bennett(1988)이 개발한 Index of Personal

Reaction(IPR)을 번안하여 사용하 다.IPR은 ‘지각된 능력’,‘권력 욕

구’,‘향력 욕구’,‘복종에 한 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척도 상에서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정한다.본 연구에서

는 앞서 이론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척도에서 권력욕구

(nPower)와 향력 욕구(nInfluence)를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하 던 요

인들을 ‘지 추구’와 ‘향력 선호’로 재명명하 으며,이들 두 요인이 권

력동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하 다.원척도는 지각된 능력

12문항,권력동기 10문항, 향력 동기 9문항,복종에 한 항 8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본 연구의 주요 심사는 ‘지 추구’와

‘향력 선호’이지만 자료 수집 분석 단계에서는 모든 문항을 포함하

여 진행하 다.

자료분석 결과

IPR 체문항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해 SPSS18.0을 이용하여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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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지 추구)

요인2

(지각된능력)

요인3

(복종에 한 항)

요인4

( 향력 선호)

IPR16 -.902 -.043 .041 .031

IPR15 -.817 .039 -.095 .020

IPR21 .671 .096 .029 -.169

IPR17 -.662 -.066 .015 .116

IPR18 .655 .077 .043 -.089

IPR14 -.629 .121 -.084 -.088

IPR13 .619 .081 .003 -.106

IPR20 .483 .230 .100 -.225

IPR22 .394 .226 .002 -.235

IPR19 -.382 -.027 -.017 -.127

IPR11 -.033 .805 -.082 .076

IPR12 .062 .803 -.094 .107

IPR5 -.152 .610 .032 -.076

IPR3 .052 .599 .076 .119

IPR9 .100 .589 .117 -.107

IPR2 .082 .564 .081 .000

IPR8 .047 .531 -.057 -.126

IPR6 -.081 .527 -.016 -.039

IPR7 .088 .512 -.070 .044

IPR1 .155 .482 .052 -.064

IPR4 .058 .445 -.136 -.159

IPR10 -.093 .416 .115 -.085

IPR39 .035 -.027 .756 .124

IPR33 .044 -.134 .684 -.074

IPR34 .219 -.069 .632 -.095

IPR37 -.034 .107 .622 .123

IPR35 .032 .156 .486 .167

IPR32 -.048 .071 .456 .035

IPR38 -.203 -.063 .415 -.144

IPR36 -.023 -.056 .359 -.155

IPR28 .146 -.015 -.025 .730

IPR27 .130 -.024 -.061 .680

IPR30 .163 .124 .068 .615

IPR23 .329 .027 .013 .554

IPR24 .311 .015 -.030 .498

IPR25 .167 .111 .031 .497

IPR26 .352 .240 .008 .456

IPR29 .259 .263 .056 .442

IPR31 -.201 .082 .024 .431

표 2.IPR39문항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 (N=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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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최 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정하 으

며,요인 간 상 을 가정하여 사각회 방식 직 오블리민(direct

oblimin)방식으로 요인을 회 시켰다.요인수를 4로 지정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IPR 체문항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Bennett(1988)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즉,요인1은 지 추

구(IPR13～IPR22),요인2는 지각된 능력(IPR1～IPR12),요인3은 복종에

한 항(IPR32～IPR39),요인4는 향력 선호(IPR23～IPR31)로 선행연

구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 으며,모든 문항이 .3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냈고,요인 간에 교차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IPR 체문항의 요인 간 상 행렬은 표 3과 같다.

요인1

(지 추구)

요인2

(지각된 능력)

요인3

(복종에 한 항)

요인4

(향력 선호)

지 추구 1

지각된 능력 .31 1

복종에 한 항 -.04 .05 1

향력 선호 .52 .36 .07 1

표 3.요인 간 상 행렬

하지만 본 연구의 심사는 IPR 체 문항이 아니라 권력동기의 하

요인으로 가정되는 지 추구(표 2의 요인1)와 향력 선호(표 2의 요인

4)에 있으므로 이 두 요인을 따로 추출한 후 보다 엄격한 기 을 용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지 추구를 측정하는 10문항과 향력 선호

를 측정하는 9문항을 상으로 최 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구조를 추출

한 결과,공통성이 .3보다 낮은 문항이 2개 나타났다.본 분석에서는 이

들 문항 외 타당도와 해석 가능성이 낮은 1개의 문항( 향력 선호

요인:비록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 이 세상

에 향을 미친다면 좋을 것 같다)을 삭제하고,18문항을 상으로 요인

분석을 진행하 다.요인분석 방법은 이 과 마찬가지로 최 우도법으로

기본구조를 추출하고,직 오블리민 방식으로 요인을 회 시킨 결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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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값(eigen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유값을 기 으로 요인 수를 정하는 것은 요인 수를 과다

는 과소 추출한다는 지 이 있다.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요인수

를 단하는데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법인 평행선 분석

(parallelanalysis)을 실시하 다(Hayton,Allen,& Scarpello,2004).평

행선 분석은 분석자료와 동일한 표본 수,변인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무

선자료를 생성한 후 분석자료의 고유값이 무선으로 생성된 고유값보다

높은지를 기 으로 하여 요인수를 정한다.표 4와 그림 3에서 알 수 있

듯이 평행선 분석 결과 무선 자료보다 큰 고유값이 2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18문항에 한 요인분석 결과로 2요인이 합함을 의미한다.

실제 고유값
무선 생성

고유값(95%)

7.212718 1.584617

1.487101 1.451863

0.376957 1.366107

0.295953 1.306516

0.218403 1.24044

0.142135 1.178776

표 4.실제 무선 생성 고유값

그림 3.스크리 도표와 평행선 비교

다음으로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결정하기 한 선별기 으로 요인

별로 요인부하량이 .3이하이고,두 요인에 교차부하되는 값의 차이가 .1

이하인 문항은 부 한 문항으로 간주하 다.그 결과 모든 문항이 .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 으나,2개의 요인 모두에 .1이하의 차이로 교

차되는 문항이 2개(지 추구 요인:‘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

다’,‘나는 업무를 계획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

정하는 것이 즐겁다’)나타나 이들 문항을 삭제하고 재분석을 실시하

으며,결과는 표 5와 같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요인별 8문항씩 총16문항

이 결정되었고,두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1.74% 으며,요인간 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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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로 나타났다.앞서 IPR 체문항에 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

추구와 향력 선호는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2개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권력동기 척도 문항

요인

향력

선호

지

추구28.나는 나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을 미칠 때

정말 기쁘다.
.803 .060

30.나는 사람들의 삶에 향을 주었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783 .053

27.나는 사람들이 나의 제안을 따를 때 만족스럽다. .754 .074

29.나는 내가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653 -.100

25.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의하거나 나와 을 공유할 때

정말로 즐겁다.
.650 .007

23.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향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641 -.150

26.나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내가 요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에 매력을 느낀다.
.634 -.214

24.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에 향을 받는다는 느낌을 좋아

한다.
.591 -.131

16.나는 다른 사람들에 해 권력을 갖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다.(R)
-.031 -.881

15.나는 권력이나 향력 있는 지 를 얻는데 심이 없다.(R) -.040 -.848

17.권력 그 자체는 나의 심을 끌지 못한다.(R) -.153 -.682

14.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것을 좋

아하지 않는다.(R)
.121 -.630

21.나는 언젠가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 한다. .233 .617

18.나는 힘있는 경 자나 정치인이 되면 즐거울 것 같다. .162 .606

13.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해 권 를 지닌다면 즐거울 것 같

다.
.193 .562

19.내가 리더인지 아닌지는 나에게 큰 차이가 없다.(R)
.146 -.316

주.(R)은 역문항

표 5.권력동기 척도 16문항의 요인구조 (N=261)

최종 으로 선정된 16문항이 권력동기의 2요인 구조를 히 반 하

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해 CEFA 3.04(ComprehensiveExploratory

FactorAnalysis;Browne,Cudeck,Tateneni& Mels,2008)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하 다.CEFA는 탐색 요인분석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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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RSM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나 ECVI

(expectedcrossvalidationindex)와 같은 합도 지수 표 오차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요인분석 결과의 수용 여부를 단하는데

있어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CEFA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최 우

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오블리크 쿼티민(obliquequartimin)방식으

로 요인을 회 시켰다. 합한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해 요인수를 1에

서 3으로 변경해 가며 분석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합도 지수를 해석하기 한 가이드라인으로 RMSEA가 .05보다 작은 경

우는 좋은 합도(closefit),.05에서 .08사이는 양호한 합도(reasonable

fit),.10이상인 경우는 수용하기 어려운 합도(unacceptable)로 해석한

다(Browne& Cudeck,1992).이 기 을 용시 1요인 구조의 RMSEA

는 수용할 수 없는 수 으로 나타났다.2요인 구조와 3요인 구조는 모두

RMSEA가 .08이하로 양호한 합도를 보 으나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2요인 구조가 더 합하 기 때문에 이를 최종 으

로 채택하 다.

χ2 df
RMSEA

(90% 신뢰구간)

ECVI

(90% 신뢰구간)

1요인 구조 260.0 104 0.127(0.116;0.138) 2.321(2.056;2.615)

2요인 구조 205.565 89 0.071(0.058;0.084) 1.152(1.006;1.328)

3요인 구조 131.472 75 0.054(0.038;0.069) 0.975(0.867;1.113)

표 6.권력동기 척도의 합도 지수 비교결과 (N=261)

지 까지 진행된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해석가능성,요인

부하량,RMSEA,그리고 평행선 분석을 종합 으로 고려했을 때 2요인

모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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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확인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밝 진 권력동기 척도의 2요인 구조가 새로운

표본에서도 일 되게 나타나는지를 교차 타당화하기 해 다음과 같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참가자 차

서울 소재 4년제 A 학에서 재학 인 학부생 346명(2차 샘 )이 참

여하 으며,이 외국인 교환학생 3명의 설문을 제외한 343명(남자

193명,여자 15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0.4세(SD=2.0),연령범 는 18세에서 30세 다.참여자들은 설문조사의

목 내용,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에 한 안내를 들은 후 자발 인

선택에 의하여 연구에 참여하 다.설문 응답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설문작성에는 략 20분이 소요

되었다.

자료분석 결과

자료분석은 AMOS18.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최 우도법으로 추

정하 다.앞서 탐색 요인분석 결과에서 하 요인간 상 이 높게 나

타난 에 비추어 볼 때 권력동기 척도가 단일 요인일 가능성도 있으므

로 이를 확인하기 해 1요인 모형은 경쟁모형으로,2요인 모형은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 다.구조방정식에서 모형을 평가하기

한 합도 지수로는 RMSEA,NNFI(non-normedfitindex;Tucker&

χ2 df CFI TLI RMSEA ECVI

2요인 모형

(연구모형)
277.357 103 .930 .919 .070 1.098

1요인 모형

(경쟁모형)
678.300 104 .770 .735 .127 2.264

표 7.확인 요인분석 합도 (N=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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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1973),CFI(comparativefitindex;Bentler,1990)등이 사용되는

데,일반 으로 NNFI와 CFI는 .90이상인 경우 좋은 합도로 해석한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2요인 모형은 주요 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은 모든

합도 지수가 수용할 수 없는 수 으로 나타났다.추가 으로 1요인 모

형이 2요인 모형에 포함되지(nested)않기 때문에 두 모형의 합도 지

그림 4.구조방정식 모형:권력동기 척도의 2요인 구조 (N=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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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비교하기 해 교차타당도 지수(ECVI)를 확인하 다.ECVI는 낮을

수록 좋은데(Byrne,2013),2요인 모형의 ECVI가 1요인 모형보다 낮기

때문에 연구모형을 최종 으로 채택하 다.

2요인 모형에서 각 개별 문항들과 해당 요인 간의 계를 나타내는 표

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하 으며,회귀계수 한 그림 4와 같이 .48

에서 .86의 범 를 나타내 해당 요인을 히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요인 간 상 은 탐색 요인분석 결과와 유사한 수 인 .64로 나타났

다.이상의 결과는 권력동기 척도가 지 추구와 향력 선호라는 2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체 남 여 Cronbachα t

1차 샘

(N=261)

권력 동기 3.38(.65) 3.43(.63) 3.34(.67) .92 1.126

지 추구 3.05(80) 3.12(.79) 3.00(.81) .88 1.321

향력 선호 3.71(.64) 3.74(.61) 3.70(.66) .90 .655

2차 샘

(N=343)

권력 동기 3.39(.60) 3.39(.63) 3.39(.56) .91 -.130

지 추구 2.99(.79) 3.02(.81) 2.96(.75) .88 .704

향력 선호 3.79(.57) 3.75(.59) 3.83(.53) .87 -1.251

주.권력동기 =지 추구 + 향력 선호

표 8.권력동기 척도의 기술통계량,내 합치도 성차

다음으로 권력동기 척도의 기술통계량,내 합치도3) 성차를 분석

하 으며,결과는 표 8과 같다.먼 권력동기 척도의 내 합치도는 두

샘 에 걸쳐 .87에서 .92의 범 를 보여 체 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

냈다.남녀 간의 성차를 확인하기 해 지 추구, 향력 선호,그리고

이들 요인을 합산한 권력동기에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샘 모두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는 권력동기에 있어 남녀간

3)이하에 기술된 내 합치도는 모두 Cronbach’sα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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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가 없다는 Winter(1988,199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t검증 결과 권력동기에서의 남녀간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

검증은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이에 한

안으로 잠재평균 분석(latentmeananalysis)을 활용할 수 있다.잠재

평균 분석은 통 인 통계 기법에 비해 잠재변인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강 이 있다(Hong,Malik,& Lee,

2003).잠재평균을 분석하기 해서는 측정모형의 configuralinvariance,

weak factorialinvariance,strong factorialinvariance,그리고 strict

factorialinvariance가 모두 성립해야 한다(Widaman& Reise,1997,pp.

293-296).분석 결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1～모형4는 모두 만

족할만한 수 의 합도를 보 으며,각 단계에서 동일성 요건을 충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남녀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를 분

석한 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잠재평균 수 에서도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

간에 권력동기의 수 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델 χ2 df TLI CFI RMSEA Δχ2 p

모형1:configuralinvariance 434.207 206 .896 .911 .057

모형2:weakfactorialinvariance 457.549 220 .899 .907 .056 23.243 .055

모형3:strongfactorialinvariance 484.917 236 .901 .903 .056 27.368 .038

모형4:strictfactorialinvariance 487.225 238 .902 .903 .055 2.308 .315

표 9.동일성 검증에 한 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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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여성(n=150) 남성(n=193)

p 체평균

잠재평균 평균 잠재평균 평균

지 추구 0 2.96 0.05 3.02 .526 2.99

향력 선호 0 3.83 -0.07 3.75 .210 3.79

표 10.남녀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결과

4단계:구성 타당도 검증

권력동기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상 분석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구성 타당도가 입증되기 해서 측정도구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법칙 타당도를 갖추어야 한다.먼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

기 해서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와는 높은 상 을 보

여야 하며,변별 타당도가 확인되기 해서는 상이한 구성개념을 측정하

는 도구와는 낮은 상 을 보여야 한다(Campbell& Fiske,1959). 한

법칙 타당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개념 ,이론 으로 련이 있는 변인

과 상되는 방식으로 상 을 보여야 한다(Aquino& Reed,2002). 한

권력동기 척도가 실에서의 실제 행동을 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권력지향 행동과 련된 측정치를 거로 하여 언타당도를 검

토하 다.마지막으로 권력동기 척도의 고유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하

여 회귀분석을 이용해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 다.

참가자 차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은 앞서 탐색 요인분석(1차 샘 )과 확인

요인분석(2차 샘 )에 참여한 표본을 상으로 하 으며,설문지의 분량



- 48 -

을 고려하여 련 변인들을 두 표본에 나 어서 실시하 다.

측정도구

사회 지향성 척도(SocialOrientationInventory;SOI).사회 권

력동기를 측정하기 해 Good과 Good(1972)이 이분형으로 제작한 SOI

를 Booth,Vinograd-Bausel과 Harper(1984)가 7 척도로 수정한 척도

를 사용하 다.SOI는 조직을 이끌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동기의 사회

측면을 측정한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SOI로 장승민(2000)이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 으며,일부 번안이 매끄럽지 못한 문항은 문학

공자의 감수를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 다.문항의 시로 ‘승진시킬 사

람을 결정하는 역할을 좋아할 것 같지 않다.’,‘조직 활동을 기획하는 일

을 즐길 것 같다.’등과 같으며,본 척도에 응답한 343명 자료의 내 합

치도는 .94로 나타났다.

자기애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과 Hall(1979)이 DSM-Ⅲ의 자기애 성격장애 진단 거에 바탕

을 두고 개발한 NPI를 정남운(200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32

문항으로 이루어진 NPI는 자기애를 측정하는 검사로 리 사용되고 있

다.정남운의 연구에서 NPI는 리더십/자신감,권력욕구/특권의식,과시/

칭찬욕구,우월의식의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NPI는 본래 이분형 강제

선택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 분석을 보다 정 하게

하기 해 이를 리커트 형식으로 변경하 으며,평소 자신의 모습이 해

당 문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5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 다.본

연구에서는 NPI하 요인 권력동기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권력

욕구 9문항과,권력동기와 이론 으로 한 련이 있는 과시욕구 9문

항을 채택하여 사용하 다.요인별 시문항으로 ‘나는 권력에 한 의지

가 강하다.’,‘나는 모든 사람들의 심의 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등

과 같으며,본 척도에 응답한 343명 자료의 내 합치도는 요인별로 각

각 .84,.8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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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SES).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SES는 특정

역에 국한되지 않는 자기개념의 반 인 요소를 평가하며,10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시 문항은 ‘나는 나 자신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등과 같으며,5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본 척도에 응답한

201명 자료의 내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 바람직성(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BIDR).Paulhus(1998)가 사회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BIDR을 정보라(2005)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BIDR은 자기기만

고양과 인상 리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자기기만 고양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정 으로 보이려는 경향성을,인상

리는 의식 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두 요인은 각 10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각 요인별 문항 시로 ‘나는

완벽하게 이성 인 사람이다.’,‘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한 이 있다.’등

과 같다.BIDR은 문항에 과장되게 반응되는 경향을 탐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5 척도 상에서 4 ,5 으로 반응한 문항은 1 으로,

1 ～3 으로 응답한 문항은 0 으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본 척도에

응답한 343명 자료의 내 합치도는 요인별로 각각 .64,.71로 나타났다.

인 계 형용사 척도(Korea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

KIAS).정남운(2004)이 인 계 원형모델에 따라 구성한 인 계 형

용사척도(KIAS-40)를 사용하 다. 인 계 형용사 척도는 각 5문항씩

8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통제(지배)차원의 양

극단에 있는 자기확신/주장(PA),비주장/소심(HI)성향을 측정하는 10문

항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KIAS는 문항으로 제시된 형용사가 자신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5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한다.

시문항으로 ‘자신만만하다.’,‘소심하다.’등과 같으며,본 척도에 응답한

343명 자료의 내 합치도는 PA와 HI가 각각 .86,.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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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성.Goldberg와 Saucier(1996)가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해 개

발한 IPIP(InternationalPersonalityItem Pool10)를 유태용,김명언,이

도형(1997)이 번안한 척도 에서 외향성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

다. 시 문항은 ‘나는 모임에서 분 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말을 많

이 하지 않는 편이다.’등이며,각 문항에 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5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 다.본 척도에 응답한 191명의 내 합

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권력지향 활동경력. 실 세계에서의 실제 권력지향 활동경력을 조

사하기 해 ‘학교,고등학교, 학교 재학 기간 학생회나 동아리,

각종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과 직책을 빠짐없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 다.연구참여자의 응답은 ‘체

활동경력수’와 ‘리더십 지 ’로 구분하여 코딩하 는데,‘체 활동경력수’

는 연구참여자가 기입한 직책( :고등학교 회장,학생회 표,회원 등)

단체( :신문사,학생회,동아리,청소년 클럽 등)의 수를 단순 합산

한 것이며,‘리더십 지 ’는 각 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그 단체의 임

원 ( :회장,부회장,반장, 표,부장,국장 등)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만 합산하여 수를 산출한 것이다.따라서 동아리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평범한 회원인 경우는 ‘체 활동경력수’에는 포함되지만,‘리더십

지 ’에는 반 되지 않는다.본 질문에 응답한 251명의 ‘체 활동경력수’

평균은 4.0,표 편차는 2.79,‘리더십 지 ’평균은 2.3,표 편차는 2.08

으로 나타났으며,두 변인 간 상 은 .74,내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

다.

자료분석 결과

권력동기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다양한 거변인들과의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표 11과 같다.상 분석 결과는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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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기 4)에 따라 해석을 진행하 다.

먼 권력동기 척도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 지향성 척도(r=.76,p<.01),NPI 하 요인인 권력욕구(r=.76,

p<.01)와 높은 정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본 척도가 수렴 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권력동기와 자존감,사회 바람직성 간의 직 인 계에 한

연구는 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하지만 개념

으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존감이 낮을 수 있으며,반

로 권력동기가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존감은 높을 수 있다.마찬

가지로 권력동기의 수 과는 무 하게 타인에게 자신을 바람직하게 보이

려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Bennett(1988)의 연구에서도 IPR하 요

인 nPower요인과 nInfluence요인은 자존감,사회 바람직성과 낮

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 에서 본 연구에서는 권력동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사회

지향성 척도

(SOI)

권력욕구

(NPI)
자존감

사회 바람직성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권력 동기 .76** .76** .06 -.02 -.11*

지 추구 .70** .72** .02 -.04 -.19**

향력 선호 .63** .62** .10 .03 .03

주.*p<.05,**p<.01

표 11.권력동기 척도의 수렴 변별 타당도 (N=201～343)

4)Cohen(1988,pp.77-81)에 따르면 사회과학에서 상 계수의 해석 기 은 .1수 일 때

는 효과크기가 작은 것으로(small),.3수 일 때는 간 정도로(medium),.5수 일

때는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large)해석한다.

5)일부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권력동기와 직 으로 연결하기 보다는 자존감의 역기능

인 결과에 을 맞추었다. 를 들어 Baumeister,Smart와 Boden(1996)의 연구에

서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불안정한 자존감은 폭력이나 공격성과 계가 있었다.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병리 인 자존감보다는 정상 인 범주의 자존감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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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이들 개념 간의 계가 개념 으로 독립 일 것이라고 상하 다.

그러므로 권력동기 척도는 상이한 구성개념으로 가정되는 이들 변인과

낮은 상 을 보여야 한다.분석결과 권력동기 척도는 자존감(r=.06,n.s.),

사회 바람직성(자기기만 고양:r=-.02,n.s.,인상 리:r=-.11,p<.05)

변인 모두와 상 이 낮았는데,이는 권력동기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입

증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법칙 타당도 확인 결과는 표 12와 같다.권력동기가 높은 사

람은 논쟁에서 이기려 하고,토론을 즐기며 타인의 시선을 끌고 주목받

기 해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개념 으로 권력동기는

주장성,과시욕구 같은 개념과는 정 상 을,비주장성과는 부 상 을

나타내야 한다.상 분석 결과 권력동기 척도는 상한 바와 같이 주장

성(r=.40,p<.01),과시욕구(r=.37,p<.01)와는 유의한 정 상 을,비주

장성(r=-.38,p<.01)과는 부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본 척도의 법칙

타당도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어서 권력동기 척도의 언 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권력지향 인

활동 경험을 조사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권력동기는 ‘체

활동경력수’(r=.24,p<.01)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으며,가입된 단

체에서 일반회원이 아닌 임원 이상의 지 를 맡은 경우를 합산한 ‘리

더십 지 ’(r=.31,p<.01)와도 정 상 을 나타냈다.이러한 결과는 권력

동기가 높을수록 다양한 사회 활동을 추구함과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법칙 타당도 언 타당도

인 계 형용사 척도 과시욕구

(NPI)

체

활동경력수
리더십 지

주장성 비주장성

권력 동기 .40** -.38** .37** .24** .31**

지 추구 .30** -.33** .33** .21** .27**

향력 선호 .42** -.34** .32** .22** .29**

주.*p<.05,**p<.01

표 12.권력동기 척도의 법칙 언 타당도 (N=2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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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향력이 있는 지 를 추구하고 획득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권력동기 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 다.성격특질

외향성은 리더십 지 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

라서 사회 활동 지 획득에 요한 향을 미치는 외향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권력동기가 추가 인 설명량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진행하 다. 측변인의 투입순서로 1단계에서는

외향성을,2단계에서는 권력동기를 투입하 으며,그 결과는 표 13과 같

다. 체 활동경력수의 경우 외향성은 결과변인 변량의 3.6%를,

F(1,189)=7.132,p<.01,권력동기는 근사치로 유의한 수 에서 1.8%를 추

가 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188)=3.489,p=.06.하지만 리더

십 지 에 해서는 이러한 패턴이 역 되어 나타난다.즉,외향성은 리

더십 지 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R2=.012,F(1,189)=3.304,p=.07,권

력동기는 외향성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9.1%의 증분 설명량을 나타

내며,F(2,188)=19.250,p<.01,외향성의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이러한 결과는 권력동기가 외향성과는 별도로 권력지향 행동을 고

유하게 측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변인 단계 투입변인 R2 △R2 △F β t

체

활동경력수

1 외향성 .031 .036** 7.132** .191** 2.671**

2
외향성

.044 .018 3.489
.147 1.961

권력동기 .140 1.868

리더십 지

1 외향성 .012 .017 3.304 .131 1.818

2
외향성

.099 .091** 19.250**
.031 .421

권력동기 .318** 4.387**

주.R2=조정된(adjusted)R2,β=표 화된(standardized)베타 회귀계수
*p<.05,**p<.01

표 13.권력지향 행동을 측하는 외향성,권력동기의 계 다 회귀분석 결과 (N=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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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1의 목 은 권력동기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새롭게 구성

하고,타당화하는 것이었으며,이를 해 학생 집단을 상으로 번안된

권력동기 척도를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권력동기의 하 요인을 ‘지

추구’와 ‘향력 선호’로 조작 으로 정의한 후 요인구조를 검토하고,

다양한 기 에 걸쳐 타당도를 검증하 으며,권력동기 척도가 실제 행동

을 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먼 탐색 요인분석 결과,권력동기 척도의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

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을 해 다양한 분석도구( :

SPSS,CEFA)와 분석방법( :평행선 분석, 합도 검증)을 사용하 는

데,모든 분석에서 일 되게 2요인 구조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확

인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합도 지수는 모

두 수용할 만한 수 이었으며,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한 양호하게 나

타났다.이는 권력동기가 단일 요인이 아니라 2개의 핵심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지 추구’

와 ‘향력 선호’간의 계는 두 표본에 걸쳐 요인간 상 이 .6수 으

로 나타났는데,이는 두 요인이 완 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비추어 볼 때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권한이 있는 지 를 추구하고, 향력을 갖거나 행사하기를 선호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권력동기 척도의 내 합치도 한 두 표본에 걸쳐 .9이상으로 나타

났는데,이는 권력동기 척도가 높은 수 의 내 일 성과 신뢰도를 지

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권력동기 연구에서 요한 이슈인 권력

동기 수 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기 해 구조방정식을 이용,잠재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이는 PSE 방식을 사용한

연구에서 권력동기 수 의 남녀간 성차가 없다는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Schultheiss& Brunstein,2001;Winter,1988,1992).이는 바꾸

어 말하면 남성은 극 으로 권력을 추구하지만,여성은 그 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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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 통념(Boothetal.,1984)과는 달리 여성 한 남성과 동등한

정도로 권력을 추구하고,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력동기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이론 으로

련된 변인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권력동기 척도의 수렴,변별,

법칙 타당도가 확인되었다.즉,권력동기 척도는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사회 지향성 척도,권력욕구)와는 높은 정 상 을,상이한

구성개념으로 가정되는 척도( :자존감,사회 바람직성)와는 낮은 상

을,그리고 개념 으로 련이 있는 척도( :주장성,비주장성,과시욕

구)와는 상되는 방향으로 등도의 정 , 는 부 상 을 나타냈다.

하지만 구성타당도 검증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언 타당도로,권력

동기 척도가 실제 권력지향 인 행동을 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만일 좋은 심리측정 속성을 갖춘 검사도구라 할지라도,실제 행동을

설명하거나 측하지 못한다면 외양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성격 구성개념

을 제 로 측정하지 못하는 검사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본 분석에서 권

력동기 척도는 권력지향 인 행동을 반 하는 지표인 체 활동경력수,

리더십 지 모두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권력동기가

높은 학생은 학생회 임원에 더 많이 선출되며(Winter,1973),사회 으로

더 많은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Schonbrodtetal.,2009).

한편 외향성은 권력동기와 유사한 행동을 측한다는 에서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다.성격특질과 리더십 간의 련성을 검증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외향성은 리더십 지 와 리더십 효과성 모두를 유의하게

측하 다(Judge,Bono,Ilies,& Gerhardt,2002). 학생들을 상으로

성격특질과 사회 그룹에서의 지 획득과의 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도 외향성이 높을수록 그룹 내에서 더 높은 지 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Anderson,John,Keltner,& Kring,2001).따라서 지 획득과

한 련이 있는 외향성을 통제한 후에도 권력동기 척도가 리더십 지 를

고유하게 설명해 수 있는지의 여부는 권력동기와 외향성의 차이를 입

증해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이를 확인하기 한 증분 타



- 56 -

당도 분석에서 권력동기 척도는 외향성과는 별도로 고유한 증분 설명량

을 나타냈다.특히 권력동기 척도가 체 활동경력수 보다 리더십 지

와 더 한 련을 보인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 활동의 양 측면보다는 지 획득과 같은 질 측

면에 집 할 가능성과 더불어 조직 내에서 공식 인 직책이나 요한 지

를 실제로 획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이 결과는

한 권력동기가 장기 인 생애 결과에도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권력동기의 지속성을 간 으로 입증해 다

(Kunstman& Maner,2011).

연구1을 통해 권력동기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임을 여러 기

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2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권력동기와 행

동 간의 계를 다양한 맥락에서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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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주요 성격

변인의 조 효과를 심으로

권력동기에 한 기존의 연구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 인 결과에 주목해 왔다.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사회 인 권력을

추구하며,합법 인 인권력이 있는 직업을 추구한다(Jenkins,1994).권

력동기는 성공 인 리더십과도 련이 있다.리더의 치에 있을 경우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하 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감 인 조직

분 기를 만들며(McClelland& Burnham,1976),카리스마 인 리더십을

발휘한다(Winter,1991).권력동기는 정치 지도자의 수행이나 역사가들이

평가한 함과도 련이 있었다(Winter,1987).이상의 결과들은 권력

동기가 사회 으로 바람직한 결과나 친사회 인 행동과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 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언어 ,신체 공격성,폭음, 계

갈등, 험 추구,그리고 성 인 탐닉과 같은 방탕한 충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Mason& Blakenship,1987;McClelland,1970;McClelland&

Teague,1975;Stewart& Rubin,1974;Winter,1973,1988;Winter&

Barenbaum,1985).이 밖에도 권력동기가 높은 리더는 하 자의 아첨에

취약하며,독재 인 리더십을 보이기도 한다(Fodor& Farrow,1979;

Fodor& Smith,1982).이는 권력동기가 방탕하고,충동 이며,자기 심

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권력동기는 조 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이론 배경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조 하는 개인차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 다.

재까지 알려진 주요한 조 변인으로는 책임감과 친애동기를 들 수 있

다.책임감은 권력동기가 험하고 충동 인 행동으로 표 되는 것을 억

제하고,친사회 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Fiske,2010;Magee & Langner,2008;Winter,1988,1991,1993;

Winter& Barenbaum,1985).친애동기 한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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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평화로운 결과를 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Lagner& Winter,2001;Winter,1993,2006).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이론 으로 권 주의 한 권력동기가 부정 인 형태로 표출되

도록 기능할 것으로 상되는 변인이다.

이러한 변인들의 조 효과 검증은 부분 TAT 측정방식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는데, 술한 바와 같이 TAT 측정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 을

지니고 있다.반면 재까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해서 권력동기의

조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자기보고식 질문

지의 경우 간편하게 실시가 가능하며,심리측정 으로도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된다는 에서 동기 연구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

연구2에서는 새롭게 타당화된 권력동기 척도와 실제 행동 간의 련성을

규명하고,기존에 알려진 성격변인들의 조 효과가 권력동기 척도를 이

용한 연구에서도 재 되는지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동기의 친사회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을 반 할

수 있는 행동 측정치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다.먼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조력 행동을 반 하기 해 자원 사 활동 경험을 종

속변인으로 선정하 으며,충동 이고 부정 인 행동특성을 반 하기

해 인 계 갈등,공격행동,그리고 성 인 자유분방함을 선정하 다.

조 변인과의 계와 련해서 우호성6)은 타인에 한 공감과 이타 인

조력 행동을 특징으로 하므로,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우호성은

자원 사 활동은 강화하는 반면, 인 계에서의 갈등은 약화시킬 것이

다.책임감 한 친사회 인 자원 사 활동은 강화하고,부정 인 행동은

약화시킬 것으로 상되지만,무엇보다 책임감이 성 인 문란함의 감소

와 련된다는 연구결과( :Hoferetal.,2010;Winter,1988)를 바탕으

로 책임감이 성 인 자유분방함을 억제시킬 것이라고 가정하 다.마지

막으로 권 주의는 성 인 공격성과 련이 있으므로(Begany &

Milburn,2002;Walker,Rowe,& Quinsey,1993)권력동기와 공격행동,

6)본 연구에서는 동기의 행동 표 을 성격특질이 조 해 다는 경로화 가설(Winter

etal.,1998)을 채택하여 친애동기 신에 개념 으로 유사한 성격특질인 우호성을 조

변인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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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행동 간의 계에서 이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따라서 연

구2의 연구모형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5.연구2의 연구모형

가설1.우호성은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1-1.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간의 계는 우호성이 높을 때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1-2.권력동기와 인갈등 간의 계는 우호성이 높을 때 더 약하게 나

타날 것이다.

가설2.책임감은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2-1.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간의 계는 책임감이 높을 때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2-2.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는 책임감이 높을 때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권 주의는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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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력동기와 공격행동 간의 계는 권 주의가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2.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는 권 주의가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요약하면 연구2의 목 은 새롭게 타당화된 권력동기 척도와 행동 간의

계를 확인하고,양자 간의 계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성격변인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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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차

연구2에는 서울 소재 4년제 A 학과 강원도 소재 B 학에서 재학

인 학부생 290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이 에서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

답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286명(남자 144명,여자 142명)의 자료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 다.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1.4세(SD=2.46) 으며,

연령범 는 17세에서 33세 다.본 연구의 모든 차는 서울 학교 생명

윤리심의 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설문조사의 목 내용,연구

참여자의 권리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자발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

한 학생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측정도구

연구2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측변인으로는 연구

1을 통해 타당화가 이루어진 권력동기 척도가 사용되었으며,결과변인으

로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군을 측정하기 해 자원

사 활동, 인 계 갈등,공격행동,그리고 성 인 자유분방함을 측정

하는 척도가 사용되었다. 측변인과 결과변인 사이를 조 하는 성격변

인으로는 우호성,책임감,권 주의 척도가 사용되었다.연구의 진행 차

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연구2의 진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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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동기 측정

권력동기 척도.연구1을 통해 타당화한 권력동기 척도를 사용하 다.권

력동기 척도는 지 추구와 향력 선호의 2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요인별로 각 8문항씩 총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과 자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5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본 연구에서 지 추구

의 내 합치도는 .84, 향력 선호의 내 합치도는 .89,그리고 체문

항의 내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성격변인 측정

우호성.Goldberg와 Saucier(1996)가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해 개

발한 IPIP(InternationalPersonalityItem Pool)를 유태용,김명언,이도형

(1997)이 번안한 척도 에서 우호성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 다.

시 문항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이 많다’,‘다른 사람의 일에 해 별

로 걱정하지 않는다’등이며,각 문항에 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5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 다.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책임감 척도. 개인의 책임감 수 을 측정하기 해 Winter와

Barenbaum(1985)이 TAT 응답에서 책임감을 평정하는 채 기 으로 제

시한 내용 역을 반 하여 자기보고식 척도를 제작하 다.Winter와

Barenbaum은 책임감을 반 하는 하 범주로 ①법 ,도덕 기 ,②

사명감,③타인에 한 심,④행 가 가져오는 결과에 한 고려를 제

시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이들 범주를 반 하는 문항을 심리학 교수 1

인과 학원생 7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외 타당도

방식으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새롭게 제작한 책임감 척도는 체 10문

항이며,각 범주별로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의 시는 ‘내가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은 공평히 용되어야 한다(범주1)’,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범주2)’,

‘어려운 사람을 보면 상 방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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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3)’,‘행동을 하기 에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해 먼

생각한다(범주4)’와 같으며,각 문항이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

는지를 5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본 연구에서 책임감 척도의 내 합

치도는 .64로 나타났다.

권 주의.권 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해 Pratto,Sidanius,Stallworth

와 Malle(1994)가 개발한 SocialDominanceOrientation(SDO)를 한민,

최인철,김범 ,이훈진(2012)이 번안한 자료를 사용하 다.SDO는 사회

인 불균형과 강자에 의한 지배 구조를 정당화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척

도로 여러 연구( :Jost& Thompson,2000;Lowery,Hardin,&

Sinclair,2001;Overbeck,Jost,Mosso,& Flizik,2004;Whitley,1999)에

서 권 주의 성향을 반 하는 척도로 사용되어져 왔다.문항 시로 ‘어

떤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우등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지배해야 한다’등과 같다.SDO는 총 16

문항으로 7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행동지표 측정

자원 사 활동.친사회 인 행동을 측정하기 해 지난 2년간 자원 사

활동 참여경험을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 다.순수한 목 에서의 친

사회 행동을 반 하기 해 학 는 상 취득을 목 으로 한 사

활동은 배제하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자발 으로 참여한 사활동만을

기재하도록 주지시켰다.자원 사 활동 참여경험을 묻는 문항은 ‘자원

사 참여 횟수’,‘자원 사 참여시간’,‘올해 상되는 자원 사 참여계획’

이었으며,추가로 자원 사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심리 인 만족감을

반 하기 해 ‘자원 사 활동을 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내면 인 만족감

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

록 하 다.이들 문항의 반응 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 로

통일시키기 해 Z 수로 변환하여 표 화한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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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사활동 참여 횟수 시간의 최 값(각 240회,960시간)과 최소값

(각 0회,0시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가 극단값에 의해 향을 받

을 가능성이 높았다.따라서 이러한 향을 이기 해 문항별로 최

한도를 설정하여 자원 사 횟수의 경우 50회 이상은 50으로,자원 사

시간은 200시간 이상은 200으로 코딩하 다.본 연구에서 Z 수로 표

화한 자원 사 활동의 평균은 -.01,표 편차는 .75로 나타났는데,결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 Z 수에 3을 더한 값을 자원 사 수로 사

용하 다.자원 사 활동을 측정하는 4문항의 내 합치도는 .79로 나타

났다.

인 계 갈등.권력동기로 인한 인 계에서의 갈등을 측정하기 해

홍상황,박은 ,김 환,권정혜,조용래와 진유경(2002)이 인 계 원형

모형(interpersonalcircumplexmodel)을 기반으로 개발한 인 계문제

검사 원형척도(InventoryofInterpersonalProblems;K-IIP) 에서 통

제지배(PA)성향으로 인한 문제를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 다.통제

지배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5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문항 시로 ‘독단 으로 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내 주장만 무 내세울 때가 많다’

등과 같으며,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87이었다.

공격행동.공격행동을 측정하기 해 서수균,권석만(2002)이 개발한 한

국 공격성 질문지(K-AQ)를 사용하 다.K-AQ는 신체 공격성,언

어 공격성,분노감, 감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본 연구

에서는 공격성을 행동 으로 직 반 하는 요인인 신체 공격성과 언

어 공격성을 사용하 다.신체 공격성은 9문항,언어 공격성은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두 요인의 측정 문항 수를 균등하게 하기 해

신체 공격성은 원 자의 연구에서 요인부하량이 높은 상 5문항을 선

정하여 사용하 다. 시문항으로 신체 공격성은 ‘나를 몰아 세운 사람

과 주먹다짐을 한 이 있다’,언어 공격성은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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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를 때,흔히 논쟁을 벌리게 된다’등과 같으며,5 척도 상에서 평

정한다.결과분석에서는 언어 ,신체 공격행동을 합산한 값을 공격행

동 수로 사용하 으며, 체 10문항의 내 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성 인 자유분방함.본 연구에서는 성(sex)에 한 자유분방함을 측정

하기 하여 Simpson과 Ganestad(1991)가 개발한 SOI(Sociosexual

OrientationInventory)를 문학 공자의 감수를 받아 번안하여 사용하

다.SOI는 성 계 행동,성 환상,그리고 성에 한 태도에서의 개인

차를 측정하는 척도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연구( :

Hoferetal.,2010;Kunstman & Maner,2011;Schaller& Murray,

2008;Schmitt,2005)에서 사용되어져 왔다.문항 시로 ‘당신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명의 다른 사람과 성 계를 했습니까(성 계 행동)’,‘당신

은 재 사귀고 있는 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는 상상을 얼마

나 자주 합니까(성 환상)’,‘사랑이 없는 섹스도 괜찮다(성 태도)’등

과 같다.응답방식으로 성 계 행동은 개방형으로,성 환상은 1 (

없음)부터 8 (하루에 최소 한 번)까지의 리커트 척도로,성 태도는 1

(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9 ( 으로 동의한다)까지의 리커트 척

도로 평정한다.SOI원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인 학생

을 상으로 한 Hofer등(2010)의 연구에서 일부 문항이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Hofer등의 연구에서 배제된 2문항은 제

외하고 5문항(행동 2문항,환상 1문항,태도 2문항)만을 사용하 다.SOI

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

(Hoferetal.,2010;Simpson& Gangestad,1991)와 마찬가지로 단일 요

인임이 확인되었다.SOI는 체분산의 45%를 설명하 으며,모든 문항

이 .3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다.SOI 수의 계산은 원 자들이 제

안한 산출공식7)에 따라 각 문항에 가 치를 부여한 후 합산하 다.SOI

7)원척도의 SOI 수 산출공식은 (5×지난 1년간 성 트 수)+(향후 5년간 상

되는 성 트 수)+(5×하룻 밤에 원나잇 스탠드를 한 사람의 수)+(4×성

환상의 빈도)+(2×성 태도 3문항 수의 합산)이지만 Hofer등(2010)의 제안에

따라 ‘하룻 밤에 원나잇 스탠드를 한 사람의 수’와 ‘성 태도’각 1문항을 제외하고

SOI 수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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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은 사람은 의무에 구속받지 않고 다수의 사람과의 성 계를 추

구하는 자유분방한 성 행동을 보인다. 조 으로 SOI 수가 낮은 사

람은 성 으로 제한된 행동과 태도를 갖고 있으며,성 계를 하기 해

서는 상호간에 헌신이 선행되어야 한다(Schmitt,2005).본 연구에서

SOI의 최 값은 101,최소값은 8,평균은 26.7,표 편차는 18.6으로 나타

났으며, 체 5문항의 내 합치도는 .7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우선 내 합치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 으며,측정 변인 간의 련성

을 살펴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권력동기가 행동에 미치

는 향과 이들 간의 계를 강화시키거나 완충시키는 성격변인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련성을 살펴보기 해 상 분

석을 실시하 으며,결과는 표 14에 제시하 다.먼 성별은 자원 사

활동과 부 상 을 보 는데(r=-.12,p<.05),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미

미한 수 이지만 자원 사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성별과

공격행동(r=.25,p<.01),성 인 자유분방함(r=.50,p<.01)은 정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고,성 으로

보다 자유분방함을 시사한다. 인 계 갈등은 성별과 유의미한 련이

없었다(r=.04,n.s.).성별이 주요 행동 측정치와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되는 분석에서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 분석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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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권력
동 우 책임감 권

주
자원

사
계

갈등
공격
행동

인
자 분방함

별 1 　 　 　 　 　 　 　

권력동 .02 1 　 　 　 　 　 　

우 -.05 .13* 1 　 　 　 　 　

책임감 -.06 .04 .33** 1 　 　 　 　

권 주 -.01 .11 -.13* -.41** 1 　 　 　

자원 사 -.12* .22** .15* .36** -.19** 1 　 　

계 갈등 .04 .18** -.32** -.33** .17** -.09 1 　

공격행동 .25** .24** -.21** -.15* .17** -.15* .44** 1

인 
자 분방함 .50** .13* -.06 -.20** .18** -.12* .10 .32** 1

평균 3.51 3.52 3.49 3.49 2.99 2.03 2.24 26.70

편차 .58 .55 .43 .77 .75 .59 .67 18.6

주.성별:남=1,여=0
*p<.05,**p<.01

표 14.측정변인의 평균,표 편차 상 계수 (N=286)

조 변인과의 상 분석에서 권력동기는 우호성과만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내고(r=.13,p<.05),책임감(r=.04,n.s.),권 주의(r=.11,n.s.)와

는 유의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우호성과의 상 도 유의하기는 하

지만 그 련성은 크지 않았는데,이러한 결과는 조 변인으로 고려되는

성격변인들이 권력동기와 개념 으로 독립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결과변인과의 상 분석에서 권력동기는 모든 행동측정치와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다.권력동기는 친사회 인 측면을 반 하는 자

원 사 활동과 정 상 을 나타냈는데(r=.22,p<.01),이는 권력동기가

높을수록 타인을 한 조력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한편 권

력동기는 충동 이고 부정 인 행동특성을 반 하는 인 계 갈등

(r=.18,p<.01),공격행동(r=.24,p<.01),성 인 자유분방함(r=.13,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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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모두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이는 권력동기가 높을수록

인 계 갈등이 많고,공격행동 한 높으며,성 으로 보다 자유분방한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결과들은 해당 변인들이 권

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 지표로 하게 선정되었음을

의미하며,권력동기가 친사회 행동과 반사회 행동 모두와 련될 수

있음을 보여 다.

조 효과 분석

권력동기와 행동과의 계에서 성격변인들이 이들 간의 계를 조 하

는지를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앞서

성별이 행동측정치와 유의한 상 을 보 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성별을

투입해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 으며,2단계에서는 권력동기와 성격변인

을 투입하고,3단계에서는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다.이 때

권력동기와 성격변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다 공선성을 방지하기 해

각 변인을 평균 심화한 후 이들을 곱한 값을 상호작용항으로 사용하

다.조 효과의 1차 인 단은 상호작용항의 유의미성 여부를 기 으로

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을 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한

후 그 값(f2)이 Cohen(1988)이 해석기 으로 제시한 .02보다 큰 경우에

한해 최종 으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8).

먼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인갈등 간의 계를 우호성이 조

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결과는 표 15

와 같다.우선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의 계에서 권력동기와 우호성

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R2=.056,β=.24,p<.01),이는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간의 계

를 우호성이 조 함을 의미한다.마찬가지로 권력동기와 인갈등 간의

계에서도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유의미한 증분 설명

량을 나타내 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R2=.012,β=-.11,p<.05).

8)Cohen(1988,pp.412-413)에 따르면 효과크기(f2)의 해석은 .02는 효과크기가 작은 것

으로(small),.15는 간 정도로(medium),.35는 큰 것으로(large)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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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효과의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자원 사 활동의 경우만 .02

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우만 최종 으로 조 효과가 있다

고 단하 다(자원 사 활동 f2=.061; 인갈등 f2=.014).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고,1-2는 기각되었다.

자원 사 활동 인 계 갈등

단계 투입변인 R2 △R2 β t 투입변인 R2 △R2 β t

1 성별 .010 .014* -.117* -1.976* 성별 .002 .002 .042 .703

2

성별

.067 .064**

-.113* -1.973* 성별

.148 .155**

.019 .345

권력동기(A) .208** 3.594** 권력동기(A) .229** 4.152**

우호성(B) .119* 2.050* 우호성(B) -.352** -6.381**

3

성별

.120 .056**

-.105 -1.882 성별

.158 .012*

.015 .274

A .215** 3.825** A .226** 4.112**

B .105 1.874 B -.346** -6.294**

A×B .237** 4.240** A×B -.111* -2.044*

주.β=표 화된 회귀계수,R2=조정된(adjusted)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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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우호성의 조 효과 (N=286)

우호성의 조 효과를 해석하기 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

식에 따라 권력동기 수 평균±1표 편차를 기 으로 높은 권력동기와

낮은 권력동기로 구분하고,우호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높은 우호성과

낮은 우호성으로 구분한 후 권력동기,우호성과 자원 사 활동 간의

계를 회귀선으로 나타내었다.그림 7을 보면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의 계는 우호성이 낮을 때보다 우호성이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는

데,이는 우호성이 두 변인 간의 계에서 상승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이러한 결과는 기본 으로 권력동기가 자원 사 활동과 련이 있

지만(β=.22,p<.01),우호성이 높을수록 친사회 인 행동을 보다 많이 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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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간의 계에서 우호성의 조 효과

다음으로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를

책임감이 조 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이 과 동일한 차로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으며,결과는 표 16과 같다.우선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간의 계에서 권력동기와 책임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R2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는데(△R2=1.7%,β=.14,p<.05),이는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간의 계를 책임감이 조 하는 것을 의미한다.마찬가지

로 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에서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되었을 때 2.4%의 유의미한 증분 설명량을 나타내 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β=-.16,p<.01).효과크기에서도 두 경우 모두 해석기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자원 사 활동 f2=.021;성 인 자유

분방함 f2=.034)책임감은 친사회 행동과 충동 인 행동 모두를 조 하

는 것으로 최종 단하 다.따라서 가설 2-1과 2-2는 모두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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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사 활동 성 인 자유분방함

단계 투입변인 R2 △R2 β t 투입변인 R2 △R2 β t

1 성별 .010 .014* -.117* -1.976* 성별 .251 .254** .504** 9.747**

2

성별

.173 .168**

-.098 -1.807 성별

.291 .045**

.493** 9.773**

권력동기(A) .209** 3.862** 권력동기(A) .132** 2.623**

책임감(B) .345** 6.379** 책임감(B) -.172** -3.401**

3

성별

.188 .017*

-.077 -1.418 성별

.313 .024**

.471** 9.403**

A .209** 3.897** A .134** 2.702**

B .313** 5.658** B -.128* -2.486*

A×B .138* 2.464* A×B -.162** -3.123**

주.β=표 화된 회귀계수,R2=조정된(adjusted)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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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책임감의 조 효과 (N=286)

그림 8.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에서 책임감의 조 효과

권력동기와 책임감의 상호작용 패턴을 자세히 확인하기 해 이 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 를 그린 결과는 그림 8과 같다.그림 8을 보면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간의 계에서 책임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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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이는 책임감이 친사회 인 행동을

강화시키는 상승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반면 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

분방함 간의 계는 책임감이 낮을 때 정 인 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

는데,이는 책임감이 낮을수록 성 으로 보다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감이 두 변인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함을 보여

다.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감은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친사회 인 행동은 강화시켜 주고,부정 인 행동은 약화시켜 주는 조

기능을 담당한다.

공격행동 성 인 자유분방함

단계 투입변인 R2 △R2 β t 투입변인 R2 △R2 β t

1 성별 .061 .065** .254** 4.429** 성별 .251 .254** .504** 9.747**

2

성별

.131 .076**

.252** 4.557** 성별

.288 .042**

.503** 9.966**

권력동기(A) .216** 3.886** 권력동기(A) .109* 2.150*

권 주의(B) .149** 2.678** 권 주의(B) .162** 3.192**

3

성별

.142 .014*

.238** 4.305** 성별

.304 .019**

.489** 9.772**

A .219** 3.972** A .110* 2.186*

B .104 1.768 B .103 1.896

A×B .127* 2.147* A×B .149** 2.731**

주.β=표 화된 회귀계수,R2=조정된(adjusted)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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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권 주의의 조 효과 (N=286)

마지막으로 권력동기와 공격행동,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에서

권 주의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동기와

공격행동의 계에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설명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으며(△R2=1.4%,β=.13,p<.05),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에서도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R2설명량이 유

의미하게 증가해 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R2=1.9%, β=.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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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하지만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성 인 자유분방함과의 계만

해석기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우만 최종 으로 조 효

과가 있다고 단하 다(공격행동 f2=.016;성 인 자유분방함 f2=.027).

따라서 가설 3-1은 기각되고,3-2는 지지되었다.

그림 9.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에서 권 주의의 조 효과

권력동기와 권 주의의 상호작용 패턴을 자세히 확인하기 해 성 인

자유분방함을 Y축으로 하여 회귀선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를 보면 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에서 권 주의가

낮을 때는 성 인 자유분방함과 부 인 계가 나타나지만,권 주의가

높을 때는 성 인 자유분방함과 정 인 계를 나타낸다.이는 권력동기

가 성 인 방탕함으로 표 되는 것을 권 주의가 상승시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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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2에서는 연구1을 통해 타당화된 권력동기 척도를 사용하여 권력동

기와 행동 간의 계를 확인하 다.이를 해 권력동기가 친사회 행

동과 반사회 행동 모두와 련되는지를 살펴보고,이들 간의 계를

조 하는 성격변인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먼 상 분석 결과에서 권력동기는 모든 행동측정치와 유의미한 상

을 보 다.권력동기는 자원 사 활동경험, 인 계 갈등,공격행동,그

리고 성 인 자유분방함 모두와 정 인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권력동

기가 친사회 인 행동뿐만 아니라 충동 이고 방탕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Winter,1988;Zubriggen,2000),권

력동기의 이 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무엇보다 권력동기가 다양

한 행동과 ‘실제로’상 을 보인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권력동기는

상당히 장기간의 행동과도 상 을 보 으며,심지어 사 인 역에서의

행동과도 계가 있었다.이는 사회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권력동기

가 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동기의 이 성을 설명하기 해 권력동기가 행동으

로 표 되는데 있어 성격특질이 방향을 설정해 다는 경로화 가설

(Winteretal.,1998)을 채택하 으며,이를 조 효과의 맥락에서 검증하

다.조 효과 분석 결과,우호성과 권 주의는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일부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우호성은 친사회 행동에

해,권 주의는 성 인 자유분방함에 해 상승효과를 나타냈는데,이

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이 우호성이 높은 경우는 이타 인 행동과 련

되지만,권 주의가 높은 경우는 여러 형태의 문제 행동에 연루될 가능

성을 시사한다.반면 책임감은 권력동기와 자원 사 활동 간의 계는

강화시키고,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는 약화시켰는데,이는 책임감

이 권력동기의 친사회 측면과 부정 인 측면 모두를 조 하는 요한

변인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특히 조 효과를 단하는 과정에서 상호

작용항의 유의미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효과크기를 부가 인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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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다는 에서 본 연구는 방법론 인 강 이 있다.

한편 연구2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첫째,친사회 이고 이타 인 권력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구성원을 이롭게 한다는 에서 바람직한 유형으로 간주되며,따

라서 이러한 유형은 사회 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반면 무 제하고 충동

인 권력동기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해가 되며,특히 높은 지 에 올

라가게 될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에서 험성이

크다.따라서 이러한 권력동기 유형을 가진 사람에 해서는 훈육과 같

은 극 인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하지만 성격특성은 상당히 안정 이며 핵심 인 심리과정이므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며,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한

윤리 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McClelland,1970).이에 한 해결

방안으로 연구3에서는 무 제한 권력동기를 지닌 사람들의 부정 인 행

동을 억제하고,친사회 인 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탐색하 다.

둘째,연구2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었던 변인들을 행동측정치로

사용하 는데,이들 변인들은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요하

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반 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연구3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함과 동시에 연구2에서

밝 진 결과를 확장하 다.특히 연구의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1종 오류

(false-positive)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하나의 논문에 여러 개

의 반복검증 연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Murayama,Pekrun,

& Fiedler,2014)에 따라 연구3에서는 연구2의 결과를 다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함으로써 보다 확고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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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3.특질개념 활성화를 이용한 친사회

행동 유도

많은 연구에서 책임감은 권력동기의 반사회 속성을 경감시키는 요

한 성격특성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성격특성은 안정 이기 때문에 변

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에서 근본 인 한계가 있다.이에 한

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 인 행동과 련된 특질개념을 활성화시키

는 방법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 다.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념

운동 이론(ideomotortheory)이 있는데,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특질과

련된 자극이 환경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Bargh,Chen,& Burrows,1996).즉,환경 자극에 의해 특질

개념이나 고정 념 등의 정신 표상이 활성화되면 그 특질과 형 으

로 연합된 다수의 행동이 활성화되고,자동 으로 특질개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념운동 이론의 주요 요지이다

(Dijksterhuis,Aarts,Bargh,& van Knippenberg,2000;Wheeler&

Petty,2001)9).

실제로 화를 이용해서 개념을 활성화시킬 경우 그 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회 지각(Bargh,Lombardi,& Higgins,1988)이나 태도

(Bargh,Chaiken,Govender,& Pratto,1992)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

동 인 반응도 유도할 수 있다(Barghetal.,1996;Levy,1996). 를 들

면 Bargh등(1996)의 연구에서 무례함을 화시킨 집단은 공손함을

화시킨 집단에 비해 무례한 행동( :실험자의 말을 더 빨리 단시킴)

을 더 많이 하 으며,이어진 연구에서 노인에 한 고정 념을 화시

킨 경우 통제 조건에 비해 노인에 한 고정 념과 일치하는 행동( :

9)최근 주목받고 있는 체화된 인지(embodiedcognition)도 념운동 이론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체화된 인지에서는 인지 표상이나 고차 정보처리 과정이 근본

으로는 신체 인 체계에 기반한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신체 인 상태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것은 그와 련된 인지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Schubert& Koole,

2009). 를 들면 주먹을 쥐게 하는 것만으로도 권력과 련된 자기개념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이는 체화된 인지가 실재하는 상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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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마치고 더 천천히 걸어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

히 이 연구에서는 실험과제와는 무 한 행동을 종속측정치로 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변화가 나타났다는

에서 인상 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화를 이용해서 력행동 한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다.‘성격 x상황’의 에서 볼 때 력행동은 안정 인 성향에

의해서도 향을 받지만, 화와 같은 미묘한 상황 단서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meesters,Warlop,van Avermaet,

Corneille,& Yzerbyt,2003).실제로 화를 이용해서 친사회 인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 연구결과가 있다.신에 한 개념을 화시

킨 집단은 독재자 게임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익명의 참가자에게 더 많

은 돈을 남겨주었으며(Shariff& Norenzayan,2007), 다른 연구에서

도 기부활동을 표하는 가수인 김장훈을 화시킨 경우 통제 집단에 비

해 실제 기부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장경호,황 선,

한재순,2012). 한 신체 인 따뜻함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개

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사회 인 행동이 유발된다는 연구도

있다(Williams& Bargh,2008).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화와 같은 상황 인 변화에 의해 특정한 행동

이 유도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에 용하면 부정 인 권력동기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친

사회 인 권력행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친사회성과 련된 개념을 활성

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상하 다.앞서 연구2에서 책임감은 친

사회 인 행동은 강화시키고,부정 인 행동은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우호성 역시 친사회 인 행동과 련해서 효과크기가 높았는데,이

러한 결과는 부정 인 특성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 인 특성

을 장려하는 것도 요함을 시사한다.따라서 연구3에서는 책임감을 활

성화시키는 조건에 공감의 핵심요소이자 우호성과 한 련이 있는

조망수용을 활성화시키는 조건을 추가하여 특질개념의 활성화 효과를 탐

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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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3에서는 권력동기의 이 인 속성을 보다 간명하게 이해하기

해 연구2를 통해 요한 조 변인으로 확인된 책임감과 권력동기의 조합

을 통해서 권력동기를 하 유형화하 다.본 연구에서는 특히 권력동기

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특성이 주요 심사이기 때문에 권력동기와 책임

감이 모두 높은 집단은 ‘친사회형’으로,권력동기는 높지만 책임감은 낮

은 집단은 ‘무 제형’으로 명명하 다.

한 연구2가 과거 행동과의 단순한 련성을 밝혔다면,연구3에서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딜 마 상황을 제시

한 후 권력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 다.연구2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무 제형’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하

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반면 ‘친사회형’은 ‘무 제형’과는 조 으로 자신보다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그리고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친사회 인 특질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그와 일치하는 친사회 인 행동을 이

끌어 낸다면,책임감과 조망수용을 화시킨 집단은 립 조건에 비해

이타 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따라서 연구3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3-1.‘친사회형’은 이타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반면,‘무 제형’은 자기

심 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권력유형의 주효과)

3-2.책임감과 조망수용을 활성화시킨 조건에서는 통제 조건에 비해 이

타 인 의사결정 수 이 높을 것이다.(조건의 주효과)

3-3.책임감과 조망수용을 활성화시킨 조건에서는 ‘친사회형’의 이타 인

의사결정이 증가하고,‘무 제형’의 자기 심 인 의사결정이 감소할 것

이다.(권력유형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요약하면 연구3의 목 은 다음과 같다.첫째,갈등상황 시나리오를 이

용하여 권력동기 유형의 의사결정 경향성을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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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2의 결과를 확장하여 검증하는 것이다.다음으로 부 응 인 권력동기

를 억제할 수 있는 특성인 책임감 개념과 조망수용 개념을 활성화시킴으

로써 친사회 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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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연구3에는 서울 소재 4년제 A 학과 경기도 소재 B 학에서 재학

인 학부생 680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본 연구의 설계상 다수의 연구참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은 직 설문 방식과 온라인 설문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 다.이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온라

인 설문의 경우 응답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게 응답(1시간 이상,15

분 이하)한 52명의 자료를 제외한 628명(남자 230명,여자 398명)의 자료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0.5세(SD=2.15)

으며,연령범 는 17세에서 30세 다.설문에는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며,설문조사의 목

내용,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자발 으로 연구참

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측정도구 차

연구3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 차는 그림 10과 같다.구체

으로 권력동기 유형을 구분하기 해 연구2에서 사용된 권력동기 척도

와 책임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책임감과 조망수용을 활성화시키기

해 문장완성 과제가 사용되었다. 화가 효과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

인(manipulationcheck)하기 해 가치목록에 한 요도 평정을 하

으며,종속변인으로 갈등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측정하기 해 권력과

련된 주제를 반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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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연구3의 측정도구 구성 연구 차

성격변인 측정

권력동기 척도.연구1을 통해 타당화한 권력동기 척도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책임감 척도.연구2에서 제작한 책임감 척도를 사용하 으며,본 연구에

서 내 합치도는 .70으로 나타났다.

특질개념 활성화를 한 실험자극 제작

본 연구에서는 특질개념을 활성화시키기 해 화 연구( :Barghet

al.,1996;Schnall,Benton,& Harvey,2008;Shariff& Norenzayan,

2007)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뒤섞인 문장과제(scrambledsentencetask)’

방식을 사용하 다.Srull과 Wyer(1979)가 개발한 뒤섞인 문장과제 방식

은 개념과 련있는 문장을 단어 순서를 뒤섞어 제시한 후,그것을 올바

른 순서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를 유도한다.이 방식은 연구

목 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목표로 하는 개념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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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완성 과제는 책임감 조건,조망수용 조건,

립 조건의 3가지 버 으로 제작되었다.먼 책임감 조건은 책임감과

련된 20개의 문항과 10개의 허 (filler)문항으로,조망수용 조건은 조망

수용과 련된 20문항과 10개의 허 문항으로,그리고 립 조건은 30

개의 허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이 허 문항은 과학 사

실과 같은 립 인 내용으로 기술되어져 있으며,각 조건별로 10개의

허 문항이 동일한 순서에 포함되도록 하 다. 를 들어 책임감,조망

수용 조건은 1번은 허 문항을,2번,3번은 각 조건과 련된 문장을 배

치하 으며,이를 순차 으로 용하여 조건별 과제를 제작하 다.각 조

건에 해당되는 문항 풀은 연구자가 1차 으로 제작하고,심리학 교수 1

인 학원생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최종문항을 선정

하 다.

과제 작성시에는 연구참여자의 요구특성을 방지하기 해 문장완성 경

향성을 조사하는 연구라고 소개를 하 으며,각 문항에 제시되는 5개의

단어 에서 4개를 선택해서 문법 으로 올바른 문장을 최 한 빨리 완

성하도록 지시하 다. 를 들어 ‘의무가,수반된다,권리에는,책임이,당

연히’라는 문항의 경우는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가 수반된다’ 는 ‘당연

히 권리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등과 같이 여러 형태의 문장이 완성될 수

있다.

화효과 확인

특질개념 활성화가 효과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해 책임감

과 련된 가치 목록(법을 수하는,책임감 있는,사명감)과 조망수용과

련있는 가치 목록(타인의 생각을 존 하는,타인을 이해하는,역지사

지)을 제시하고,각각의 가치를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를 7 척도

(1 : 요하지 않다,7 :가장 요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

다.책임감 가치목록의 내 합치도는 .63,조망수용 가치목록의 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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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는 77.로 나타났으며,추후 분석에서는 이를 각각 평균한 값을 사용

하 다.

의사결정 행동 측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딜 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경향성을 확

인하 다.딜 마 상황은 크게 기부(monetarycontribution),성

험행동(sexualcompulsivity),권력과 련된 주제(powertheme)의 3개

역으로 구분되는데,우선 역에서는 기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이 얼마를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다음으로 성 험

행동 역에서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험을 감수하고 성 인

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마지막으로 권력과 련된 주제에서는

갈등상황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동기를 충족시키는 선택과 타

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선택을 확인한다.

기부. 인 역에서의 친사회 행동을 측정하기 해

상하지 못했던 100만원의 수입이 주어졌을 때 이 얼마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만원 단 로 응답하도록 하 다.

성 험행동.성 인 험행동을 측정하기 하여 MacDonald,Fong,

Zanna와 Martineau(2000)가 제작한 시나리오를 사용하 다.이 시나리오

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쉽게 직면할 수 있는 성 인 측면에서의 딜 마

상황을 가정한다.연구참여자들은 우연히 매력 인 사람을 만나서 원나

잇 스탠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콘돔이 없더라도 상 방

과 성 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7 척도(1 : 할 의도가 없다,7 :

으로 할 것이다)상에서 응답하게 된다.이 수가 높은 것은 의도

하지 않은 임신이나 성병과 같은 험을 감수하면서도 성 계를 선택하

는 것이기 때문에 성 인 충동성이나 험행동을 반 한다고 볼 수 있

다.실제로 Anderson과 Galinsky(2006)의 연구에서 권력이 활성화된 사

람들은 이 시나리오에서 성 계를 더 많이 선택하 는데,이는 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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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인 행동과 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본 시나리오의 번역

은 어 문가의 감수를 받아 이루어졌다.

권력 갈등상황 시나리오.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딜 마 상황에서

보이는 의사결정을 확인하기 해 권력 갈등상황 시나리오를 제작하

다.시나리오 제작원칙으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선정하 으며,각 상황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롭게 하는 선택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선택이 연속선 상에서

공존하도록 하 다.따라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할 경우 자신은

이롭지만 타인은 손해를 보며,반 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선택은 자신

은 손해지만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나리오 제작 차로 연구자가 1차 으로 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심리학 교수 1인과 학원생 5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의 논의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 다.먼 상황1에서는 임원승진 심사에 향을

수 있는 상 의 잘못된 지시를 이행할 것인지를(이하 지시이행),상황

2에서는 주민들에게 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에 당

선될 것인지를(이하 국회의원),상황3에서는 로젝트를 원들에게 맡기

고 승진시험을 비할 것인지를(이하 승진시험)결정한다.각 상황에서

의 의사결정은 7 척도(1 : 할 의도가 없다,7 : 으로 할 것

이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 으며,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해 수가

높을수록 친사회 인 행동을 반 하는 것으로 변환하 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먼 측정 변인간

의 련성을 살펴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권력동기 유형과

특질개념 활성화 조건에 따라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기 해 이원분산 분석(2-WayANOVA)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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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상 분석

주요 변인들의 련성을 살펴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결

과는 표 18과 같다.먼 권력동기는 기부 액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변

인과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다.권력동기는 성 험행동과 정 인 상

을 나타냈는데(r=.12,p<.01),이는 권력동기가 높을수록 성 으로 충

동 이고, 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권력 갈등상황 시나리오

와의 계에서 권력동기는 지시이행(r=-.11,p<.01),국회의원(r=-.17,

p<.01),승진시험(r=-.10,p<.05)상황 모두와 부 인 상 을 나타냈는데,

이는 권력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의 권력동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결과는 해당 변인들이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의사결정 경향성을 반 하는 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력동 책임감 부 액
험행동

지시이행 국회 원 승진시험

권력동 1 　 　 　 　 　 　

책임감 .10* 1

부 액 -.03 .18** 1

 험행동 .12** -.25** .09* 1

지시이행 -.11** .21** .20** .14** 1

국회 원 -.17** .17** .14** .12** .32** 1

승진시험 -.10* .13** .07 .02 .18** .16** 1

평균 3.51 3.52 20.11 4.73 4.06 5.37 4.63

편차 .54 .45 19.50 2.00 1.50 1.53 1.53

주.결과해석의 용이성을 해 지시이행,국회의원,승진시험 시나리오는 수가 높을

수록 이타 인 행동을 반 하는 것으로 변환
*p<.05,**p<.01

표 18.측정변인의 평균,표 편차 상 계수 (N=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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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책임감은 권력동기와 정반 의 패턴을 나타냈다.책임감은 성

험행동과는 부 상 을(r=-.25, p<.01), 그리고 기부 액(r=.18,

p<.01),지시이행(r=.21,p<.01),국회의원(r=.17,p<.01),승진시험(r=.13,

p<.01)과는 모두 정 인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책임감이 자신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친사회 인 의사결정과

련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화효과 확인

뒤섞인 문장완성과제를 작성함으로써 특질개념의 화가 성공 으로

이루어졌다면,각 조건에서 화와 련된 가치를 더 요하게 평정해야

할 것이다.이를 확인하기 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결과는

표 19와 같다.먼 책임감 가치목록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산분석 결과

에서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625)=3.385,p<.05,사

후분석 결과에서도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는 경향이 있었다(p<.10).하지만 조망수용 가치목록을 종속변인으로 한

경우 기술통계 수 에서는 실험 조건이 통제 조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인 수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2,625)=1.757,n.s..이 결과는 화효과가 일반 으로 나타나는 경향성

은 있으나 화의 강도가 강력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이에 해서는

논의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가치목록

책임감

조건(A)

(N=220)

조망수용

조건(B)

(N=222)

립(통제)

조건(C)

(N=186)

F Tukey

책임감 5.61(.64) 5.60(.62) 5.46(.70) 3.385* A=B>C

조망수용 5.80(.65) 5.84(.63) 5.71(.78) 1.757 A=B=C

주.사후분석 결과에서 등호(=)표시는 두 조건의 평균 값이 p<.05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부등호(>)표시는 p<.10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p<.05

표 19. 화효과 검증을 한 ANOVA결과 (N=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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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개념 활성화 효과 분석

권력동기 유형(친사회형,무 제형)과 조건(책임감,조망수용, 립)에

따라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연구설계 참여자 배분은 표 20과 같다.연구3에서는 권력

동기 유형을 선별하기 해 권력동기 수 상 40%인 사람 에서 책

임감 수 상․하 40%를 기 으로 하여 권력동기 유형을 ‘친사회형’과

‘무 제형’으로 구분하 다.

화조건
권력유형

친사회형 무 제형 합계

책임감 41 25 66

조망수용 41 29 70

립 28 15 43

합계 110 69 179

표 20.연구설계 참여자 배분

먼 기부 액을 종속변인로 했을 때 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났다10),

F(1,173)=5.107,p<.05,η2=.029.즉,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친사회형’

은 기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무 제형’에 비해 더 많은 액을 기부

할 의사를 표 했다.하지만 조건의 주효과 유형과 조건 간의 상호작

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2,173)=1.880, n.s.;

F(2,173)=1.325,n.s..

10)효과크기 η2는 .01수 은 효과크기가 작은 것,.06수 은 간,그리고 .14이상이

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Cohen,1988,pp.28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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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권력동기 유형 조건별 기부 액 비교 결과

성 험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도 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172)=8.808,p<.01,η2=.049.그림 12를 보면 ‘친사회형’은 ‘무 제형’

에 비해 조건에 상 없이 성 인 험행동을 덜 선택하 다.하지만 조

건의 주효과 유형과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172)=.410,n.s.;F(2,172)=.056,n.s..

권력 갈등상황 시나리오에서도 지시이행 변인은 유형의 주효과가 나타

났다,F(1,173)=5.211,p<.05,η2=.029.‘친사회형’은 그림 12와 같이 자신

의 승진에 향을 수 있는 상 의 부당한 지시를 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조건의 주효과 유형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

견되지 않았다,F(2,173)=.044,n.s.;F(2,173)=.421,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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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권력동기 유형 조건별 성 험행동,이타 의사결정 비교

국회의원 시나리오를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는 유형의 주효과와 조건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173)=13.723,p<.01,η2=.073;

F(2,173)=5.789,p<.01,η2=.063.그림 13을 보면 ‘친사회형’은 ‘무 제형’

에 비해,그리고 책임감(M=5.24,SD=1.44)과 조망수용(M=5.07,SD=1.68)

을 활성화시킨 조건의 참여자들은 립 조건(M=4.35,SD=1.86)의 참여자

들에 비해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더 많이 선택했다.유형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한 유의한 경향이 발견되었다,F(2,173)=2.698,p=.07,η
2=.030.즉,‘무 제형’이라 할지라도 책임감(M=5.16,SD=1.41)과 조망수

용(M=4.28, SD=1.71)을 활성화시킨 조건의 참여자들은 립 조건

(M=3.53,SD=1.64)의 참여자들에 비해 이타 인 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승진시험 시나리오를 종속변인로 했을 때는 유형의 주효

과,조건의 주효과,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173)=.835,n.s.;F(2,173)=1.682,n.s.;F(2,173)=.866,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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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권력동기 유형 조건별 이타 의사결정 비교 결과

‘친사회형’과 ‘무 제형’의 의사결정에서의 차이를 간명하게 비교하기

해 두 유형을 직 비교한 결과는 표 21 그림 14와 같다.표 21을

보면 ‘친사회형’은 ‘무 제형’에 비해 더 많은 액을 기부할 의사가 있

고11),t(177)=2.274,p<.05,d=.35,성 으로 험한 선택을 더 게 하며,

권력유형
monetary sex powertheme

기부액 험행동 지시이행 국회의원 승진시험

친사회형

(N=110)
23.97 4.82 4.20 5.30 4.56

무 제형

(N=69)
17.29 3.87 3.87 4.43 4.29

t 2.274* 2.985** 2.240* 3.472** 1.104

Cohen’sd .35 .46 .35 .53 .17

주.결과해석의 용이성을 해 성 험행동은 수가 높을수록 험행동을 게 하

는 것으로 변환
*p<.05,**p<.01

표 21.친사회형과 무 제형의 의사결정 비교 결과 (n=179)

11)Cohen(1988,p.40)에 따르면 d의 해석기 으로 .2수 은 효과크기가 작은 것,.5수

은 간,그리고 .8이상이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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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77)=2.985,p<.01,d=.46,권력 갈등상황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의 이익

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선택을 더 많이 했다[지시이

행:t(177)=2.240,p<.05,d=.35;국회의원:t(177)=3.472,p<.01,d=.53;승

진시험:t(177)=1.104,n.s.].즉,‘친사회형’은 거의 모든 종속 변인에서 바

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선택했는데,이는 가설 3-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연구2의 결과를 확장하여 재 한 것이다.

그림 14.친사회형과 무 제형의 의사결정 비교 결과

반면 화 조건의 주효과와 유형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많은 경우

나타나지 않았다.다시 말해 기 했던 가설과는 달리 국회의원 시나리오

를 제외한 4개의 종속변인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

다.따라서 가설 3-2와 가설 3-3은 일반 으로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잠

정 인 결론을 내렸다.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단기 인 화의 효과는 제한 인 것으로 단된다.



- 92 -

논 의

연구3에서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권력동기 유형의 의사결정 성향을

비교하고,친사회 인 특질개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을 억제하고자 하 다.

상 분석 결과,권력동기는 기부 액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변인과 모

두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다.먼 권력동기는 성 험행동과 유의미

한 정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기존의 연구결과( :Anderson &

Galinsky,2006;Hoferetal.,2010;Schultheissetal.,2003)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권력동기는 한 갈등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경향성과도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권력동기가 과거의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경향성과도 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다만,권력동

기와 의사결정 경향성 간의 상 계수는 .10에서 .17의 범 로 그 강도가

크지는 않았는데,이는 종속변인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딜 마

상황은 권력동기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하는 선택과 자신에게

돌아올 잠재 인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선택이 충돌하는

상황이다.자신을 이롭게 하는 선택은 곧,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

를 래하므로 비록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방 으로 자

신의 동기만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다시 말해

경쟁 인 가치가 첨 하게 립하고 있는 상황 인 제약이 권력동기와

의사결정 경향성 간의 상 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동기와 갈등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경향성 간에 유의한 상

이 나타난 결과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권력동기를 충족시키

는 목표를 궁극 으로는 요한 단기 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3에서는 특히 사회심리학의 주요한 이론을 목하여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을 억제하는 방안을 확인하 다.이를 해 친사회 인 특

질개념인 책임감과 조망수용을 활성화시킨 결과 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권력동기 유형의 주효과는 일 되게 확인이 되었다.즉,‘친사회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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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에 비해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의사가 있었고,성 으로 충동 인

행동을 더 게 선택하 다. 한 상 의 잘못된 지시를 더 게 이행하

으며,국회의원에 당선되기 해 허 공약을 내세우는 행동을 더 게

하 다.연구결과를 재 하는 것은 과학의 핵심 교리로 경험 인 발견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실제 효과크기를 추정해 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Asendorpfetal.,2013;Brandtetal.,2014;Kleinetal.,

2014;Nosek& Lakens,2014).그런데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연구방법을

달리한 본 연구에서도 권력동기의 이 인 속성이 일 되게 발견된 것

은 연구2의 결과를 공고하게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설과는 달리 조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많은 경우 나

타나지 않았다.일반 으로 조건에 상 없이 ‘친사회형’은 ‘무 제형’에

비해 이타 인 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 으며,‘무 제형’은 책임감이나

조망수용을 활성화시키더라도 이타 인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다.이에

비추어 볼 때 특질개념의 활성화를 통해서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을

억제하는 방안은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단기 인 화만

으로는 행동변화에 갖는 향력이 제한 인 것으로 단된다.

연구3에서 화효과의 강도가 크지 않았던 이유에 해 몇 가지 가능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먼 화 방법상의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뒤

섞인 문장완성 과제를 사용해서 특질개념을 화하 는데,이러한 간

인 방식보다는 직 인 방식으로 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 이었을

수 있다. 안 으로 공포 리 이론(terrormanagementtheory)에서는

죽음의 성을 화시키기 해 죽음에 한 생각이 들었을 때의 감정

을 로 기술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개념과 련된 을 직

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신념이나 가치,태도에서의 실질 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Greenberg,Simon,Pyszczynski,Solomon,& Chatel,

1992;Schmeichel,Gailliot,Filardo,McGregor,Gitter,& Baumeister,

2009). 한 화 자극의 강도가 강할수록 화효과가 더 강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연구결과(Dijksterhuis& vanKnippenberg,1998)에 비

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연구목 이 노출되는 것과 요구특성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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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한 허 문항이 화효과를 약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종속변인의 특성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연

구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이 첨 하게 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인 제약이 화효과

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한편 종속변인 국회의원 시나리오에서

만 화조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이는 종속변인이

내포하고 있는 차원의 문제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즉,개인 인 차

원에서의 결정( :기부 결정,성 행동 결정)과는 달리 국회의원 시

나리오는 공공 부문에서의 결정이었다는 에서 차이가 있는데,이와 같

은 역의 차이가 의사결정에서의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다시

말해 연구참여자들은 사 인 역에 비해 공공 부문에서는 도덕 으로

더 엄격하고,이타 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단했을 수도 있는데,이 부

분에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 으로는 화효과가 보편 인 상이라기보다는 매우 특수한 조

건에서만 나타나는 상일 수 있으며(Müller& Rothermund,2014),오

히려 의도했던 화와는 정반 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를 들면

신체 인 순수함과 도덕 인 순수함 간에는 심리 인 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 인 순수성이 받을 때는 정화 는 깨끗함에 한

욕구와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Zhong& Liljenquist,2006;

Zhong,Strejcek,& Sivanathan,2010),이와는 조 으로 청결함을

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도덕 단의 엄격함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

(Schnall,Benton,& Harvey,2008)도 있다. 화 상에 한 상반된 연

구결과와 더불어 화효과가 재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됨에 따

라 이 상에 한 근본 인 의문이 가 되고 있으며,그 결과 최근

화효과를 직 으로 검증하는 연구와 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Kleinetal.,2014;Nosek& Lakens,2014).만약 이러한 가정이 맞다

면, 화와 같은 단기 이고 간 인 방식으로는 부정 인 특성을 억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특질개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부정 인 행동을 억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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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분명한 은 권력동기가 여러 형태

의 행동과 련된다는 사실이다.특히 과거 행동과의 련성을 확인한

연구2에서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선택

할 것인지를 확인한 연구3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재 된 것은 권력동기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요한 기능을 한다는 수렴 증거를 추가해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본 연구를 통해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련성,그

리고 이를 조 하는 성격특질의 효과가 재확인된 만큼,추후 연구에서는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을 억제하고,이를 변화시키는 방안에 한 연

구가 집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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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의

동기는 인간의 사회 행동을 결정하는 요한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해서는 동기를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McClelland,1985:Xuetal.,2012,p.112에서 재인용).하지만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권력동기는 체계 으로 연구되지 못하 으며,이와

련된 실증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본 연구의 목 은 권력동기

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고,이를 바탕으로 권력동기와 행동 간

의 련성을 규명하고,이들 간의 계를 조 하는 성격특질의 조 효과

를 확인함으로써 동기와 특질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었

다. 한 권력동기가 이 인 행동으로 표 되는데 있어 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변인을 확인하고,이를 통해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성을

억제하는 방안을 탐색하 다.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주요 연구결과

먼 연구1에서는 권력동기 연구에 한 개 을 바탕으로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추출한 후 권력동기를 조작 으로 정의하 다.다

음으로 권력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기 해 Bennett(1988)

이 개발한 IPR을 기반으로 권력동기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 다.연구1에

서는 굳건한 심리측정 속성을 갖춘 척도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요한

목 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차에 따라 권력동기 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진행하 다.먼 권력동기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해 탐색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여러 기 에 걸쳐 ‘지 추구’와 ‘향력 선호’

의 2개 하 요인이 확인되었다.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권력

동기 척도의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구성개념은 이론 으로 련이

있는 개념들과의 법칙 인 계(nomologicalnet)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

한다는 (Cloninger,2009)에 착안하여 상 분석을 통해 권력동기 척도



- 97 -

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 다.권력동기 척도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

하는 척도와는 높은 상 을,상이한 구성개념으로 가정되는 척도와는 낮

은 상 을,그리고 개념 으로 련된 척도와는 간 수 의 상 을 나

타냄으로써 타당도를 입증하 다. 한 권력동기 척도는 사회 활동경

력수와 그 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즉 리더십 지 와도 유의한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권력동기 척도가 실제로 권력지향 인 행동을 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권력지향 인 활동과 개념 으로

한 련이 있는 외향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권력동기의 고유한 설

명량이 발견되었는데,특히 리더십 지 를 측하는데 있어 외향성의 효

과를 권력동기가 압도하 다는 이 요하다.이는 권력동기가 지 추

구 지 획득을 측하는데 있어 요한 변인임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

다.

연구2에서는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련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권력

동기에 한 연구결과들은 권력동기가 이 인 속성을 보이는 것에 주

목해 왔다.연구2에서는 권력동기의 이러한 이 성에 주목하여 권력동기

가 실제로 친사회 인 행동과 반사회 인 행동 모두와 연 되는지를 확

인하 다.상 분석 결과,권력동기는 자원 사 활동 경험과 유의한 상

을 보 는데,이는 권력동기의 친사회 인 속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반

면 권력동기는 공격행동, 인 계 갈등,그리고 성 인 자유분방함과도

정 인 상 을 나타냈는데,이는 권력동기의 방탕하고 충동 인 속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상 분석 결과는 권력동기가 자원 사 단체에서의

활동(Zubriggen& Franz,1994:Zubriggen,2000,p.561에서 재인용),

인 계 갈등( :Stewart& Rubin,1974;Winteretal.,1977),공격성

( :Dabbs,Alford,& Fielden,1998;Dabbs,Carr,Frady,& Riad,

1995;Mason& Blankenship,1987;Smith,2008),방탕한 성 행동( :

Hoferetal.,2010;Schonbrodtetal.,2009;Schultheissetal.,2003;

Winter,1973;Yost& Zubriggen,2006)과 련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를 지지해 다.

권력동기의 이 속성은 이들 간의 계를 조 하는 성격특질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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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더욱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PSE

통의 연구에서 요한 조 변인으로 간주되었던 책임감,우호성과 더

불어 권력동기와 개념 으로 련이 있는 권 주의 성향을 포함해 이들

변인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조 효과 분석 결과,우호성은 권력동기

와 친사회 인 행동 간의 계를 강화시키고,권 주의는 권력동기와 성

인 자유분방함 간의 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책임감

은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친사회 인 행동은 강화시키고,충동

인 행동은 약화시켰는데,이는 책임감이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를

조 하는 요한 조 변인임을 의미한다.

연구3에서는 연구2의 결과를 반복검증하고,친사회 인 특질개념을 활

성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무 제한 권력유형으로부터 이타 인 행동을 유

도하는 방안을 탐색하 다.특히 연구3에서는 시나리오 질문지를 이용하

여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경향성을 확인하 다.연구2가 과거 행동과의 단순한 련성을 보았다면,

연구3에서는 경쟁 인 가치가 충돌하는 갈등상황에서도 권력동기가 의사

결정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다는 에서 더 엄격한 검증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상 분석 결과,권력동기는 부분의 결과변인와

유의미한 상 을 보 다.즉,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성 인 험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 으며,권력이 부각된 시나리오에서 자신의 동기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자기 심 인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3에서는 특질개념이 활성화되면 그와 일치하는 행동이 증가한다는

념운동 이론을 용하여 친사회 인 특질개념인 책임감과 조망수용 을

문장완성 과제를 통해 활성화시켰다. 화효과를 확인한 결과,일반 으

로 화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성은 있지만 그 강도는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질개념의 화가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화를 사

용한 방법과 종속변인의 특성과 같은 문제가 복합 으로 여되었기 때

문일 수 있다.유형과 조건에 따른 의사결정 경향성을 확인하기 해 이

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권력유형의 주효과는 일 되게 나타났으나

조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많은 경우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 99 -

결과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특질개념을 화시키는 것과 같은 단기

이고,간 인 방식으로는 부정 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

으로 단된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 이고 반복 인 교육

개입의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에서 학문 실용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먼 본 연구에서는 권력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제작함으로써 권력동기를 경험 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 다는 에서 학문 인 의미가 있다.과학으로서의 심리

학의 가능성은 통합 인 이론과 잘 설계된 연구뿐만 아니라 타당한 측정

도구에도 달려 있다(Mischel,2009).특히 가설 인 구성개념을 으

로 연구하는 성격심리학에서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요한데,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권력동기 연구는 투사

인 측정방식에 경도되어져 왔다.성격 변인으로서의 권력동기는 다른

동기에 비해 경험 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이는 부분 으로 측정방법

의 부 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Good& Good,1972).투사 인 측

정방식은 의식의 검열이 없는 상태에서 동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지만,그와 더불어 상당히 많은 문제 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임상심리학 분야에서도 주제통각검사를 사용한 연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Soley& Smith,2008).한편 권력동기를 측정하

기 해 제작된 부분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 한 지속 으로 사용되

지 못했는데,가장 큰 이유는 타당도에 한 검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2).즉,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측정도구들이 무분별하

12)최근 Schobrodt와 Gerstenberg(2012)가 개발한 UMS(unifiedmotivescale)는 기존의

자기보고식 척도와는 달리 문항반응 이론을 용하여 척도를 제작하고,실험연구를

통해 UMS로 측정한 동기 수와 의사결정 간의 련성을 입증하 다는 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하지만 UMS의 측정문항은 가치,특질 지배성,욕구 등의 서로 다른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에서 권력동기를 균일하게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는 근본 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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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된 결과,상호 연 성이 없는 단편 인 연구결과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래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을 보완하기 해 권

력동기를 구성하는 하 차원을 명확히 규정하고,권력동기를 조작 으

로 정의하 으며,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통계 기 을

일 되게 용하 다.척도를 구성할 때 구성개념의 정의에 기반해서 척

도를 제작하는 방식인 논리기반 략은 이론 인 연구에 유용하고,요인

분석에 기반한 요인기반 략은 다른 변인과의 련성을 설명하기에 용

이한데(Butt& Fiske,1968),본 연구에서는 이들 략을 모두 활용하여

권력동기 척도를 구성하 다는 에서 강 이 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권력동기 척도는 성격척도와의 상 계를 넘어서서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을 잘 측하 는데,이는 권력동기 척도가

구성개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권력동기 척도는 PSE측정방식에 비해 실시가 간편하면서도 그 사람의

동기 인 성향에 해 상당히 객 인 정보를 제공해 다는 에서 경

제 이며,실용 이다.특히 1,600명에 달하는 규모의 참여자를 상으

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 다는 에서 앞으로 권력동기를 연구하

는데 있어 본 척도가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둘째,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했던 기존의 권력동기 연구와는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자연 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과의 련성에 주목

하고,이들 간의 련성을 다각 으로 규명하 다는 에서 학문 인 의

의가 있다.일 이 McClelland등(1989)은 PSE방식으로 측정하는 암묵

동기는 장기 인 행동과 련이 있는 반면,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

하여 측정하는 명시 동기는 단기 인 행동을 측하는데 유용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권력동기 척도로 다양한 형태의 행동

을 실제로 측할 수 있음을 보여 다.즉,권력동기는 표 22와 같이 기

간 으로는 장기․단기 행동,시 으로는 미래․과거 행동,그리고 형태

로는 정․부정 행동 모두와 련이 있었다.구체 으로 권력동기는 딜

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경향성(연구3),학창시 동안의 권력지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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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력(연구1)모두와 유의한 상 을 보 는데,이는 권력동기가 즉각

인 선택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장기 인 생애 결과에도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 권력동기는 지난 2년 간의 자원 사 활

동경력뿐만 아니라 성 인 자유분방함과도 련이 있었는데(연구2),이는

권력동기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친사회 인 행동과 더불어 험하고 충

동 인 형태의 행동과도 연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특히 권력동기가

다수와 성 인 계를 맺는 충동 성향인 성 인 자유분방함(Seal&

Agostinelli,1994)과 상 을 보인 결과는 권력동기가 타인에게는 은 한

사 역에서의 행동도 측할 수 있다는 에서 흥미롭다.

장기 /과거 단기 /미래

정
사회 활동,리더십 지 (연구1)

자원 사 활동(연구2)
이타 의사결정(연구3)

부정
성 인 자유분방함,공격행동,

인갈등(연구2)
자기 심 의사결정(연구3)

표 22.권력동기와 다양한 행동 간의 련성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고식 척도라 하더라도 측정도구가 엄격히 타당화

될 경우 투사 인 측정방식을 통해서만 고유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여겨

졌던 행동까지도 충분히 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본 연구는

인간의 사회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권력동기가 요한 변인으로 고

려될 필요가 있음을 경험 으로 입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본 연구는 권력동기가 행동으로 표 되는데 있어 특질의 기능을

조 효과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동기와 특질의 계에 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 으로 성격연구에서 동기

와 특질은 개별 인 에서 연구되어져 왔으며,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Winteretal.,1998).하지만

동기와 특질은 서로 립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수 에서 상

호보완 인 기능을 한다(Emmons,1995;McAdams,1995).권력동기는

단독으로도 행동의 선택에 향을 미치지만,성격특질과 상호작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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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양한 형태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을 이해하기 해서

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성격변

인 책임감,우호성,권 주의 성향에 주목하 는데,이들 변인을 고려

함으로써 권력동기가 이 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보다 체계 으

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책임감과 우호성은 권력동기의 부정 인 특

성을 억제하는 ‘해독(解毒)’작용을 하며,권 주의는 부정 인 특성을 강

화하는 ‘해독(害毒)’작용을 한다.이러한 결과는 동기와 특질을 개별 으

로 고려할 때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다.책임감과 우호성이 권력동기

의 부정 인 특성을 억제시켜 주는 것을 고려할 때,학교 조직 장면

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특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집 으로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부정 인 형태의 권력동기를 친사회 으로 유도

하기 해 특질개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비록 이러한 시

도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본 연구는 화 상과 심리학에서 반

복검증이 갖는 의미에 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경험 으

로 재검증하는 것이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2014년에 발행된 「Social

Psychology」 특별호(Vol.45,No.3)에서는 심리학에서 명한 연구들

을 직 재검증하는 로젝트(RegisteredProject)가 진행되어 많은 논쟁

이 야기되었는데,그러한 논쟁의 심에 있는 연구주제는 바로 화효과

에 한 것이었다.실제로 화효과에 한 명한 연구들을 동일한 방

식으로 직 검증한 연구에서 부분이 재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면 성조기에 노출되면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한다는 flagpriming

효과(Carter,Ferguson,& Hassin,2011)와 돈에 노출되는 것이 재 사

회 시스템을 수용하는 경향성을 증가시킨다는 currencypriming 효과

(Caruso,Vohs,Baxter,& Waytz,2013)는 규모의 다양한 샘 을 사

용한 Klein등(2014)의 연구에서 경험 으로 재 되지 않았다. 한 학계

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깨끗함을 화시키는 것이 도덕 인 단의 엄

격함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Schnalletal.,2008)도 재 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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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Johnson,Cheung,& Donnellan,2014),신체 인 따뜻함이 친사회

인 행동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Williams& Bargh,2008)도 재 되지

않았다(Lynottetal.,2014).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장을 불러일으켰다.

심리학자들 간에 연구결과를 재 하는 시도와 방법에 한 치열한 논쟁

이 벌어졌으며( :Gilbert,2014;Schnall,2014),이러한 립이 격화되자

연구결과를 재 하는 방법에 한 안 인 룰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재하고자 하는 시도도 생겨났다( :Brandtetal.,2014;Kahneman,

2014).2014년 6월에 발행된「SocialCognition」 특별호(Vol.32)에서는

지면을 논쟁의 상이 되었던 화에 한 논문에 할애하고,이를 집

으로 다루기도 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학 연구에서 화 상이 갖는 의미를 재고해 보

아야 한다는 과 심리학의 발 을 해서는 연구결과를 재 하는 시도

한 가치있는 연구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다.일 이

Cohen(1994)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최종 으로는 연구결과

를 반복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으며,Schmidt(2009) 한 반

복검증이야말로 경험 과학에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수단

의 하나라고 역설한 바 있다.하지만 과학 풍토에서는 새롭고,유의

한 결과는 쉽게 출 되는 반면,반복검증 연구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Nosek& Lakens,2014),이와 같은 file-drawer

상(Rosenthal,1979)은 장기 인 측면에서 과학 인 지식의 축 을

해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화

효과는 비록 의도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심리학의 요한 이슈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연구결과의 재 가능성을 높이기 한 시도로 본 연구에서는 결

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효과크기를 함께 사용하 다. 통 으로 심리학

에서는 가설검증(NHST;nullhypothesisstatisticaltesting)의 논리에

근거해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p-value가 낮은 것은 연구의

재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 이 없다(Falk& Greenbaum,1995;Krueger,

2001,p.21에서 재인용).이러한 이유로 이미 오래 부터 많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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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가설검증이 통계 인 추론방법으로 합하지 않다고 주장하 으

며(Balluerka,Gómez,& Hidalgo,2005),일부 연구자들은 가설검증의

기계 이면서 반복 인 차를 NullRitual이라는 표 으로 비 하기도

하 다(Gigerenzer,2004;Gigerenzer,Krauss,& Vitouch,2004).

Cohen(1994)은 가설검증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 효과

크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 는데,효과크기는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필수 인 정보를 제공해 다(Ellis,2010,pp.4-6).실제로 최근

성격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도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해서

는 효과크기와 신뢰구간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Funder,Levine,Mackie,Morf,Vazire,& West,2014).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통계 인 유의성에만 의존해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효과크기와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결론을 이 으로 보완하고자 하

다.그 결과 p-value상으로는 유의미했던 결과가 일부 수용되지 못하

고 유보되기도 하 으나,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효과크기를 함께

고려한 시도는 연구결과에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다는 에서

요하다.

심리학에서 요한 발견에 한 반복검증 연구와 연구결과에 해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지속 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정제되고

굳건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먼 본 연구는 학생 집

단을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집단에 일반화하

기 어렵다는 이다.물론 학생 집단이라고 해서 권력이 불필요한 것

은 아니다. 학생들도 학생회,교우 계,자원 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

을 통해 권력동기를 추구하고,표 하며,충족시킨다.하지만 자신이 처

해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 동기의 상 인 요도

가 달라짐을 고려할 때(Kazen& Kuhl,2011) 학생의 일상은 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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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와 같은 계 인 조직 장면에 비해 권력의 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권력동기에 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해서는

권력이 직업생활에서 요하게 부각되는 조직과 참여자 집단을 상으로

권력동기가 실제 어떠한 형태로 구 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Kazen& Kuhl,2011).특히 조직 장면에서는 권력동기가 표 되는 형

태나 방식이 조직 구성원에게 직 인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 측정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동료평가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권력동기의 변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물론 성

격은 안정 이기 때문에 청년 시 의 권력동기가 년,노년이 되어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직 인 가정도 가능하지만,실제로는 생애 시기

와 역에 따라 동기의 요성은 가변 이며(Zubriggen,2000),인생 경

험에 따라 서서히 그 강도가 변화할 수 있다(McClelland, 1985:

Chusmir,1986,p.151에서 재인용).특히 성인이 되어서는 권력동기에

향을 수 있는 환경과 사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력동기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1957년과 1976년의 권력동기 수 을

비교한 횡단연구에서 권력동기는 년기가 되었을 때 정 을 이루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Veroff,Depnder,Kulka,& Donovan,1980;Veroff,

Reuman,& Feld,1984),이는 권력동기가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 장면에

서의 권력동기 연구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

령 의 표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권력동기의 종단 인 안정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련성을 규명하기 해 다양한 행동

측정치를 결과변인으로 사용하 으나 실험을 통해 동기와 행동 간의 인

과성을 직 으로 밝히지는 못했다는 에서,다시 말해 내 타당도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를 들어 본 연구3에서는 종속측정치

로 가상 인 액에 한 기부의향을 확인하 는데,권력동기와 친사회

행동 간에 직 인 인과 계를 확립하기 해서는 기부의사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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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부를 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 등(2012)의

연구나 Shariff와 Norenzayan(2007)의 연구는 실험 인 조작이 도움행동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불간섭 인(unobtrusive)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 다는 에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독립변인을 조작하기 어

려운 성격심리학의 특성상 실험연구를 통해 인과 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이 있지만,향후 연구에서는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직 인 인과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3의 조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

다.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 향을 수 있는 요한 변인으로

공감과 성취동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먼 공감이 이들 간의 계

를 조 할 것으로 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경험하게 되면 조망

수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조망수용은 공감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로 ‘상 방의 을 고려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Davis,1983,pp.

113-114),권력자는 가치있는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치에 있기 때문

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실제로 높은 권력을 경험한 사람

은 자신의 이마에 알 벳을 그리도록 했을 때 상 방의 보다는 자신

의 에서 알 벳을 그리는 경향이 높았으며,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

타난 감정을 정확하게 단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insky,Magee,Insei,& Gruenfeld,2006).이러한 결과는 권력동기가

행동으로 표 되는데 있어 공감능력이 요한 기능을 할 가능성을 시사

한다.성취동기 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성취동기는 ‘탁월함을 추구

하고 도 인 과제를 숙달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성향’(Schonbrodt

& Gerstenberg,2012,p.726)으로 권력동기,친애동기와 더불어 표

인 인간동기로 간주된다.이미 많은 연구에서 친애동기는 권력동기의 부

정 인 측면을 억제시켜주는 것으로 밝 졌다.권력동기와 성취동기의

직 인 계에 해서는 재까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이론 배

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동기와 성취동기의 조합은 다소 이질 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cf.Cummin,1967;McClelland & Boyatizs,

1982).두 동기의 계는 특히 조직 장면에서 요할 수 있다.권력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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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에서 리 인 측면과 타인의 평가를 요시한다면,성취동기는

타인의 평가보다는 탁월함을 시하기 때문에(McClelland,1970;Kazen

& Kuhl,2011)두 동기 간에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권력동기와 행동 간의 계에서 성취동기의 향

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한 제언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먼 권력동기를 연구하는데

있어 성격과 상황의 상호작용 을 채택해야 한다는 이다.

Anderson과 Berdahl(2002)은 심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권력 이슈를 (1)

권력을 달성하기 한 동기,(2)권력의 근원,(3)권력을 소유함으로써 나

타나는 결과의 세 가지로 정리하 는데, 통 으로 성격심리학이 첫 번

째 주제에 심을 기울 다면,사회심리학은 나머지 두 주제에 집 해

왔다.하지만 실에서 권력동기와 권력이 주어지는 상황은 상호 배타

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개별 으로 행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동기와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다른 이유로 권력동기와 높은 권력을 가

지고 있는 것 모두 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련이 있지만( :

Anderson& Galinsky,2006;Demareeetal.,2009;Galinsky,Gruenfled,

& Magee,2003;Keltneretal.,2003)이 둘을 함께 포함할 경우 직 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한 로 권력동기가 낮은 사람도 지

가 높은 경우 험추구 행동을 보이지만,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지

가 높은 경우 오히려 험추구 행동이 어들게 된다(Maner,Gailliot,

Butz,& Peruche,2007;Ronay& vonHippel,201013)).그리고 지 가

불안정하거나 지 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

이라 할지라도 보수 인 결정을 내리지만,지 가 굳건하고 자신이 내린

선택과 무 하게 지 가 유지될 경우에는 권력동기의 수 과 상 없이

13)Ronay와 vonHippel(2010)의 연구에서는 권력동기 신 테스토스테론 측정치를 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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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Maneretal.,2007). 한 지 가 낮은 사람

은 의사결정시 내 동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향을 받지만,지

가 높은 경우는 내 동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 다(Hiemer&

Abele,2012).이러한 결과들은 권력동기와 상황 요소를 개별 으로 연

구할 때는 발견하지 못하는 상들로 권력동기와 상황이 역동 으로 상

호작용해서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 다.따라서 인간의

사회 행동을 체계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권력동기와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근이 필요하다.

둘째,명시 권력동기와 암묵 권력동기를 포 하는 근이 필요하

다. 통 으로 동기 연구는 측정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동기체계를 가

정하고(King,1995),두 동기가 통계 으로 독립이기 때문에 명시 동기

와 암묵 동기가 서로 다른 체계라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심리측정

인 에서 두 동기가 수렴되지 않는 이유는 방법론 상의 차이(method

variance),직 으로는 TAT 측정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 때문일

수 있다(Brunstein& Schmitt,2004).실제로 명시 측정도구와 암묵

측정도구 간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상이한 동기라도 측정방법이

유사한 경우 유의한 상 이 발견되지만,같은 동기라도 측정방법이 상이

한 경우 상 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King,1995).더 나아가 Thrash,Elliot과 Schultheiss(2007)는 명시 성

취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을 암묵 성취동기의 내용 역과 일치시킬 경

우 두 동기간에 유의한 상 이 나타남을 밝히고,이들 간의 계를 조

하는 특질( :일 성 선호)을 규명하 다.

이와 같이 측정방식의 결 이 극복될 경우 명시 동기와 암묵 동기

간에 정 인 상 이 발견되며(Thrashetal.,2012),두 동기의 합치여부

가 심리 갈등과 주 안녕감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해 을 고

려할 때( :Baumann,Kaschel,& Kuhl,2005;Brunstein,Schultheiss,

& Grässman,1988;Hofer,Busch,Bond,Li,& Law,2010;Hofer&

Chasiotis,2003;Kazen& Kuhl,2011;Kehr,2004)두 동기를 서로 단

된 것으로 가정하고, 립되는 결과에 집 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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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들을 연결하고,포 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을 아는 것인가?이 문제들은 성격심리

학자들이 궁극 으로 밝 내고자 하는 바이지만,정답을 제시하기에는

매우 심원하고 까다로운 질문들이다(Gosling,2009).이러한 난제에 해

McAdams(1995)는 성격의 3가지 수 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

안한다.1수 은 특질 수 으로 그 사람에 해 략 인 정보를 제공해

다.하지만 그 사람을 더 알기 해서는 그 사람이 외향 인지 내향

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목표나 가치와 같은 개인 인 심사

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바로 이와 같은 동기 인 속성이 성격에서 요

한 두 번째 수 을 구성한다.즉,그 사람이 요하게 생각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그 사람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

리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수 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성격의 세 가지 수 에 한 정보를

알고,이들을 통합 으로 고려할 때 그 사람에 한 포 인 이해가 가

능하다는 McAdams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1970년 성격심리학을 강타한 성격-상황 논쟁의 가장 큰 비 은 성

격이 구체 인 행동을 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이러한 행동

의 일 성 논쟁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 기능에서 동기를 고려하지 못했

기 때문일 수 있다(Emmons,1993).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동

기는 인 계,리더십,신체 건강,직업선택 등 다양한 생애 결과와

한 련을 지닌다. 한 동기는 특질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른 차원에서 보완해 과 동시에 특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을 결정

한다.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신뢰롭게 이해하고, 측하기 해서는 동기

와 특질이라는 성격의 양 구성요소를 모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때 성격심리학의 역이 보다 굳건

해지고,더 나아가 인간에 한 폭넓고 심층 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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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권력동  척도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해 권 를 지닌다면 즐거울 것 같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R)

3. 나는 권력이나 향력이 있는 지 를 얻는데 심이 없다.(R)

4. 나는 다른 사람들에 해 권력을 갖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다.(R)

5. 권력 그 자체는 나의 심을 끌지 못한다.(R)

6. 나는 힘 있는 경 자나 정치인이 되면 즐거울 것 같다.

7. 내가 리더인지 아닌지는 나에게 큰 차이가 없다.(R)

8. 나는 언젠가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 한다.

9.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향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에 향을 받는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의하거나 나와 을 공유할 때 정말로 즐겁다.

12. 나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내가 요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에 매

력을 느낀다.

13. 나는 사람들이 나의 제안을 따를 때 만족스럽다.

14. 나는 나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을 미칠 때 정말로 기쁘다.

15. 나는 내가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

하는 것을 선호한다.

16. 나는 사람들의 삶에 향을 주었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주.(R)은 역문항

*지 추구:1,2,3,4,5,6,7,8

* 향력 선호:9,10,11,12,13,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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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책임감 척도

1. 계획한 일은 꼭 실행하는 편이다.

2.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

3.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킨다.

4. 나에게 실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다면 하지 않는다.

5. 내가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은 공평히 용되어야 한다.

6. 부도덕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지도자라면 지지할 것

이다.(R)

7.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한다.

8. 행동을 하기 에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해 먼 생각

한다.

9. 어려운 사람을 보면 상 방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는 편이다.

10.시간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해 자발 으로 사활동을 한다.

주.(R)은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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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Sociosexual Orientation Inventory

다음은 학생들의 성(sex)에 한 태도와 행동을 조사하기 한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당신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명의 다른 사람과 섹스(성 계)를 했습니까?

( )명

2.당신은 앞으로 5년 동안 몇 명의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할 것으로 상합니까?

구체 이면서도 실성 있게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

3.당신은 재 사귀고 있는 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는 상상을 얼마

나 자주 합니까?

① 없음 ② 2～3개월에 한 번 ③ 매달 한 번 ④ 2주에 한 번

⑤ 매주 한 번 ⑥ 매주 여러 번 ⑦ 거의 매일 ⑧ 하루에 최소 한 번

다음의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사랑이 없는 섹스도 괜찮다.

        1-------2-------3-------4-------5-------6-------7-------8-------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5.사귀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원나잇 섹스를 하는 것이 괜찮다.

        1-------2-------3-------4-------5-------6-------7-------8-------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 137 -

부록 4. 뒤 인 문장완  과

책임감 조건

1.연구진은,유 정보의,최 로,성공했다,해독에

2.시작되었다, 융기 의,도덕 해이에서,비양심에서, 축은행사태는

3.책임을,자신의,미루면,안된다,남에게

4.사진에,아름답게,담겨있다,경복궁의,모습이

5. 구나,인정해야한다,잘못하면,실수를,겸허히

6.신부님은,키우셨다,버림받은,사랑으로,아이들을

7.수집욕구를,자극했다,스타워즈는,콜 터의,호기심을

8.의무가,수반된다,권리에는,책임이,당연히

9.일어났다,원 사고는,도덕성의,부재로,사명감의

10.펼쳐진다,기상천외의,밤하늘에는,우주쇼가,화려한

11.후회를,행동은,방탕한,충동 인,낳는다

12.구조해냈다,소방 은,아이들을,극 으로,화염속에서

13.자랑한다,한강축제는,명성을,세계 인,아름다움을

14.막론하고, 법정신이,지 고하를,요구된다,책임의식이

15.의무를,선생님은,실천했다,교사로서의,받아들 다

16.카페인은,집 력을,상당히,수면을, 해한다

17.소명의식이,사회지도층은,필요하다,사명감이, 구라도

18.무책임한,좌 시켰다,아이들을,이혼은,충동 인

19. 정 로,김작가의,소설은,출간되었다, 어로

20.임무에,혼신을,경찰 은,다했다,최선을

21. 한다,아이들의,환경오염문제는,인류의,생존을

22.측정하지,못했다,무엇보다도,제 로,온도를

23.결손가정에, 실히, 심이,필요하다,도움이

24.행동에는,뒤따라야한다,의무가,자신의,책임이

25. 세기,이변을,최 의,미스테리를,공개했다

26.성실히,어렵더라도,완수해야한다,임무는,주어진

27.안된다,리더는,회피해서는,책임을, 가해서는

28.북극곰의,담겨있다,액자에는,아름다운,사진이

29.따뜻하게,보호해야한다,우리는,약자를,공동체는

30.자발 인,책임있는, 석이다,사회발 의,시민의식은

주.filler문항:1,4,7,10,13,16,19,2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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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수용 조건

1.연구진은,유 정보의,최 로,성공했다,해독에

2.상황을, 학원생의,교수님은,이해했다,생각을

3.의견을,다수의,발표자의,회의시간에는,경청해야한다

4.사진에,아름답게,담겨있다,경복궁의,모습이

5.존재한다,다양한,공존한다, 들이,세상에는

6.바꾸면,이해된다,입장을,부모님과,친구와

7.수집욕구를,자극했다,스타워즈는,콜 터의,호기심을

8.선생님은,감정을,진심으로,제자의,이해했다

9.주장을,자신의, 화하면, 을, 험하다

10.펼쳐진다,기상천외의,밤하늘에는,우주쇼가,화려한

11.많았다,부하들은,알고보니,고충이,말못할

12.의사결정은,출발한다,올바른,경청에서,합리 인

13.자랑한다,한강축제는,명성을,세계 인,아름다움을

14.되어보도록,입장이,상 방의,노력해야한다,반 편의

15.존 해야,사고의,건설 이다,다양성을,인정해야

16.카페인은,집 력을,상당히,수면을, 해한다

17.포용하는,자세가,미덕이,반 의견을,필요하다

18.참신한,아이디어가,나보다,쏟아졌다,부하들에게서

19. 정 로,김작가의,소설은,출간되었다, 어로

20.비롯된다,지나친,세상의,갈등은,독선에서

21.입장이,학생은,다르다,교수와, 이

22.측정하지,못했다,무엇보다도,제 로,온도를

23.자세가,역지사지의,필요하다,우리는,배려하는

24.귀담아들었다,아이들의,생각을,진지하게,부모님은

25. 세기,이변을,최 의,미스테리를,공개했다

26.그릇된,독선에서,시작된다,자기 심주의는,나만옳다는

27.고려해야한다,처지를,비난에앞서,상 방의,상황을

28.북극곰의,담겨있다,액자에는,아름다운,사진이

29.타인이,인식해야한다,여러모로,자신과,다름을

30.마음이,필요하다,친구를,이해하는,노력이

주.filler문항:1,4,7,10,13,16,19,2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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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조건

1.연구진은,유 정보의,최 로,성공했다,해독에

2.과학자의,조명한다,인생을,동화처럼,상세하게

3. 랗다,색깔이,하늘은,몰디 의,바다처럼

4.사진에,아름답게,담겨있다,경복궁의,모습이

5. 원은,알래스카의,향기로,상쾌한,가득하다

6.가능한,월드워즈는,시나리오이다,충분히,미래에

7.수집욕구를,자극했다,스타워즈는,콜 터의,호기심을

8.추진하기로,그들은,사실상,달탐사를,계획했다

9.지각하는,과학자들은,밝 냈다,과정을,사고하는

10.펼쳐진다,기상천외의,밤하늘에는,우주쇼가,화려한

11. 원은,야생동물의,세렝게티의,단언컨 ,천국이다

12.서울시는,등록했다,신속히,연등축제를,유네스코에

13.자랑한다,한강축제는,명성을,세계 인,아름다움을

14.단연코,무엇보다,조형미에서,오페라하우스는,으뜸이다

15.좋다,신선한,건강에,채소는,식감이

16.카페인은,집 력을,상당히,수면을, 해한다

17.염소가,그림에는,익살스럽게,등장한다,조선시

18.반신욕은,올바른, 액순환에,효과 이다,자세는

19. 정 로,김작가의,소설은,출간되었다, 어로

20.긴 발표에,연구진의,이목이,주의가,집 다

21. 요하다,노력이,수학 인,재능보다는,선천 인

22.측정하지,못했다,무엇보다도,제 로,온도를

23.발표 로,이자가,권고 로, 어든다,정부의

24.요긴하다,정보를,온라인에서,신속히,알려주는데

25. 세기,이변을,최 의,미스테리를,공개했다

26.포함 다,다양한,최신식의,탐사 성에,기술이

27.CEO는,설명했다,상세하게,태블릿을,청 에게

28.북극곰의,담겨있다,액자에는,아름다운,사진이

29.극비리에,구 은, 소형의,개발 이다,자동차를

30.NASA는,발견했다,최 로,거 한,블랙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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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위험행동 및 갈등상황 시나리오

(성적 위험행동: MacDonald et al., 2000)

다음은 딜 마 상황에서 학생들의 평균 인 선택을 알아보기 한 것입니

다.아래의 지문을 주의깊게 읽고 질문에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 인 당신은 바(bar)에서 맥주를 주문하는 동안 매우 매력 인 지인을 만나게 되었

다.당신들은 화를 나 기 시작했고,두 사람 모두 화가 매우 즐겁다고 느끼게 되었

다.그(그녀)는 유머감각이 훌륭했고,당신이 말하는 것에 진심으로 심을 보 다.당

신과 상 방 사이에는 분명한 끌림이 일어났다.당신은 밤새도록 상 방과 함께 하고

싶었다.바가 문을 닫은 후,그(그녀)는 당신과 집에 함께 걸어갈 것을 제안했다.당신

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그(그녀)가 문 앞에서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당신은 집 안으

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조 더 하기로 결심했다. 화가 끝난 후 그(그녀)는 쇼 에 앉

아 키스하기 시작했다.상황이 진 되었고,두 사람 모두 상 방과 섹스를 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그녀(당신)는 피임약을 복용 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콘돔을 가

지고 있지 않았으며,근처에는 콘돔을 는 가게가 하나도 없었다.당신과 그(그녀)는

어색하게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그(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이 평소 아무하고나 쉽

게 섹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수 게 말한다.

1.당신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콘돔이 없더라도 상 방과 섹스를 하겠습니까?

          1 ------- 2 ------- 3 ------- 4 ------- 5 ------- 6 ------- 7

    전혀 할 의도가 없다                                       전적으로 할 것이다

(권력 갈등상황: 지시이행)

당신은 S기업의 부장입니다. 재 회장님의 지시로 비 리에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하지만 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고,지시 로 로젝

트를 강행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것이 상되었습니다.하지만 회장님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만일 회장님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할 경

우 다가올 임원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장님께 지시를 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으며,설령 결과가 잘못된다고 해도 당신에게 업무

,법 인 책임이 없습니다.

2.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회장님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겠습니까?

          1 ------- 2 ------- 3 ------- 4 ------- 5 ------- 6 ------- 7

    전혀 할 의도가 없다                                       전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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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갈등상황: 국회의원)

정치 인 포부와 야심이 있는 당신은 OO시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정당에서 더 높은 자리를 보장해 것으로 기 되지만 재

경쟁 인 상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입니다.당신은 지역 주민들이 신공항 건설

을 간 히 염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약 신공항 건설 실 을 공약으로 내건

다면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이 확실시 되지만,문제는 이 공약의 실제 실 가능

성은 제로이며,이 공약이 무산될 경우 주민들에게 깊은 좌 과 실망을 안겨 것이라

는 입니다.

3.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겠습니까?

          1 ------- 2 ------- 3 ------- 4 ------- 5 ------- 6 ------- 7

    전혀 할 의도가 없다                                       전적으로 할 것이다

(권력 갈등상황: 승진시험)

K그룹의 부장인 당신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임원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당신의

입사동기인 경쟁자들 모두 고과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승진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

인 가름이 날 것입니다.당신의 경쟁자들은 모두 시험 날까지 휴가를 내서 시험을

비할 정이며,당신 한 내일부터 휴가를 내서 시험공부에 념하려고 했습니다.하

지만 문제는 당신 부서의 로젝트 마감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입니다.당신은

그 로젝트에 가장 정통하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 출근해서 업무를 지휘한다면,마감기

한 까지 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당신이 휴가를 낸다면

로젝트 결과가 엉망이 되어 남은 부서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4.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휴가를 내고 승진시험을 비하겠습니까?

          1 ------- 2 ------- 3 ------- 4 ------- 5 ------- 6 ------- 7

    전혀 할 의도가 없다                                       전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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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lationshipbetweenpowermotive

andbehaviors

-Focusingonmoderatingeffectsofpersonalitytraits-

Ko,HyunSeok

DepartmentofPsycholog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Powermotiveisoneofthemostfundamentalhumanmotivesthat

influence social behaviors. However, there is surprisingly little

empiricalresearchesinvestigating powermotivepartly dueto the

difficultyofreliableassessment.Themainaim ofthisstudyisto

developandvalidatereliableself-reportmeasureofpowermotiveand

to investigatetherelationship between powermotiveand various

powerbehaviors.Personalitytraitsthatplaycriticalroleinexplaining

thedualaspectsofpowermotive on both positiveand negative

powerbehaviorswerealsoexamined.Furthermore,possibilityofthe

interventionattenuatingthenegativecharacteristicsofpowermotive

viapriminghasbeenexplored.

Thisdissertation iscomposed ofthreeconsecutivestudies.In

study1,anew self-reportmeasureofpowermotivewasconstructed

and itspsychometricpropertieswereexamine.Based on previous

studies,‘status’and‘influence’wereselectedascorefactorswhich

operationalizetheconstructofpowermotiveanditemsofIPR(Index

ofPersonalReaction;Bennett,1988)wereselectivelyreconstructe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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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ethepowermotivescale.In ordertoavoid low validity

problem ofprevious scales,the new scale was validated against

rigorous statistical criteria. As a result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analyses,two factors of‘status striving’and

‘influencepreference’emerged.Thepowermotivescaleproved to

satisfy convergent, discriminant, and nomological validity with

theoretically-relevant constructs and it significantly predicted

leadershipstatus.Inparticular,powermotivewasabetterpredictor

for leadership status than extraversion in incremental validity

analysis.Overall,study1showedthatthenewlydevelopedpower

motivescaleisareliableandvalidmeasureofpowermotivethathas

significantassociationswithreal-lifepowerbehaviors.

Study2investigatedmoderatingeffectsofpersonalitytraitsof

agreeableness,responsibility,and authoritarianism to explain the

relationshipbetweenpowermotiveandsocialbehaviors.Resultsof

correlationanalysisshowedthatpowermotiveisassociatedwithboth

prosocial (volunteering) and impulsive (interpersonal conflicts,

aggressive behavior, sociosexuality) power behaviors. Regression

analysestoverifymoderating effectsofpersonalitytraitsindicated

that agreeableness reinforced prosocial volunteering, while

authoritarianism reinforcedsociosexuality.However,responsibilityhad

moderating effects in both directions by reinforcing prosocialand

attenuating impulsive behavior.Results ofstudy 2 indicated that

powermotive is intertwined with various power behaviors from

prosocialto intemperate,impulsive ones. Moreover,ithas been

proved that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such as

responsibilityandagreeablenesscanexplainthisdualcharacteristics

ofpowermotive.

Thepurposeofstudy3istoextendthefindingsofstudy2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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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courage the prosocialpowerbehaviors by prosocialpriming

manipulation.Forthisend,thetypeofpowermotivewasdividedinto

twotypesof‘prosocial’and‘intemperate’according tothelevelof

power motive and responsibility. Next, prosocial trait concepts

(responsibility, perspective-taking) were primed by scrambled

sentencetaskandthetendencyofdecisionmakingwereexaminedin

self-advantageous versus other-advantageous choices conflicting

scenarios.Therewasatendencyofprimingeffect;however,itwas

notpowerfulenoughtoreachthestatisticalsignificance.Themain

effect of power type was consistently significant in two-way

ANOVA analysis,suggestingthatprosocialtypechosemorealtruistic

behaviors than intemperate type.However,the main effect of

condition and interaction effectoftype and condition were not

significant.Limitedeffectofprimingmightsuggestthatlong-term

andrepetitiveinterventionstrategyisrequiredtotransform negative

power-motivebehaviorsintopositiveones.

Lastly,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forfuturestudieswerediscussed.

Keyword :power motive,status striving,influence preference,

constructvalidity,moderatingeffect,primingeffect

StudentNumber:2011-3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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