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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는 사회 바람직성 등 응답자들이 보이

는 다양한 반응 편향 때문에 잠재 문제를 지닐 수 있다.본 연

구는 요인혼합모형을 사용하여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모형화하

고 응답자의 반응에 사회 바람직성이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특히 반응 편향의 맥락에서 요인혼합모형을 표 요인이

2개인 경우로 확장하는 동시에 사회 바람직성에 한 2요인

근을 토 로 사회 바람직성의 하 요인 간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하 다.분석 결과 각 잠재집단마다 성격 특질과 사회

바람직성 간 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그랬듯이 성격 특질과 사회 바람직성 간 계

를 일률 으로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특히 반응 편향

과 같이 집단별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모집단이 이질 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

사회 바람직성의 하 요인이 성격 특질에 각기 다른 향을 미

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러한 발견은 사회 바람직성

에 한 2요인 근을 지지하는 것이다.

주요어 :요인혼합모형,factormixturemodel,사회 바람직성,

socialdesirability,반응 편향

학 번 :2013-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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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리학 연구에서 보편화된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는 인지능력 검사와

달리 검사 응답자들은 여러 가지 반응 편향(responsebias)을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Furnham,1986). 표 인 반응 편향으로 허 반응(faking),

사회 바람직성(socialdesirability),묵종 경향성(acquiescence),양극단

반응(extremeresponse), 간 반응(centrality)등이 있다.이러한 반응

편향은 자기보고식 검사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

으며,이에 따라 반응 편향을 측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꾸 히 이루

어져왔다.

그 가운데 정 응답왜곡(fakinggood)이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사회

바람직성은 검사 응답자가 본인이 실제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로 응

답하는 신 사회 으로 하거나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하려

는 성향을 가리킨다.사회 바람직성 편향은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지검사에서는 응답자는 본인이 정

답으로 허 반응을 하고 싶다고 해서 허 반응을 할 수 없다.정답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반면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의 문항은

안면 타당도가 높고 “정답”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응답자 반

응의 진 를 가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 반응에 더욱 취약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Li& Bagger,2006).

이처럼 자기보고식 성격검사는 그 특성상 허 반응의 잠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많은 연구자들이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검사 응

답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그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허 반응이 응답 결과의 타당성을 약

화시키지 않는다고 보고한 반면(Ellingson,Sackett& Connelly,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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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an,Barrett& Hogan,2007;Hough,Eaton,Dunnette,Kamp&

McCloy,1990;Ones,Dilchert,Viswesvaran& Judge,2007;Ones&

Viswesvaran,1998),다른 연구들에서는 그와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 다

(Birkeland,Manson,Kisamore,Brannick & Smith,2006;Furnham,

1990;Griffith& Peterson,2008;Rosse,Stecher,Miller& Levin,1998).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허 반응이 단순히 검사 총 을 증가 혹은 감소

시킬 뿐 아니라 응답자의 순 (rankorder)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

과를 얻기도 하 다(Christiansen,Goffin,Johnston& Rothstein,1994;

Griffith,Chmielowski& Yoshita,2007;Mueller-Hanson,Heggestad&

ThorntonIII,2003;Winkelspecht,Lewis& Thomas,2006).종합 으로

볼 때 검사 응답과정에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어떤 향을 미치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해서는 연구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모형화하고 응답자의 반

응에 사회 바람직성이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특히 사회 바람직성에 한 2요인 근을 기 로 요

인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사회 바람직성의 하 요인이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 응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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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배경

반응 편향이란 응답자가 검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련의 체계 인 경향성을 의미한다(Paulhus,

2002).가령 응답자가 문항의 내용과 계없이 양극단 인 응답 혹은 가

장 도 인 응답을 선택하거나 진술문에 일 되게 정 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로 들 수 있다.사회 바람직성은 그러한 반응 편향 의 하

나로,응답자가 자기 이미지를 지나치게 정 으로 표 하는 경향을 가

리킨다.사회 바람직성 편향은 연구자 간 각기 다르게 개념화되어 왔

으며,그에 따라 각기 다른 척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1.사회 바람직성의 하 요인

사회 바람직성은 크게 이를 단일차원 (unidimensional)구인이라고

정의하는 근(Edwards,1957;Wiggins,1964;Crowne& Marlowe,

1960)과 두 개의 하 요인으로 이루어진 이차원 구인이라고 정의하는

근(Block,1965;Damarin& Messick,1965;Gur& Sackeim,1979;

Paulhus,1984,1988,1991)에 따라 연구되어 왔다.

단일차원 모형

사회 바람직성을 단일차원으로 보는 근 아래에서 개발된 척도는

자기 기술 인 진술에서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응답

자의 반 인 경향성을 측정하고 있다. 기 연구는 사회 바람직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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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 정교화가 구체 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

며,주로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유발하는 문항의 특성을 밝히는

데 을 맞추고 있다(Pauhus,2002). 표 으로 Edwards(1957)는 일

련의 정단에게 MMPI에서 선별한 문항 세트를 제시한 다음 문항별로

사회 으로 바람직한지 유무를 각각 책정하도록 한 후,사회 바람직성

이 높다고 합의된 문항들로 최 의 사회 바람직성 척도인 Edwards

SocialDesirabilityScale을 구성하 다.그러나 MMPI검사에서 문항을

선별한 Edwards의 척도는 MMPI특성 상 내용 으로 병리 함의를 내

포하기 때문에 척도 수가 갖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 한계로

지 되었다(Crowne& Marlowe,1960).동일한 방식으로 Wiggins(1959)

의 Wiggins'sSd척도 등이 개발되었다.

이후 구체 인 가설에 따라 척도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표

으로 Crowne& Marlowe(1960)는 문항의 속성보다 응답자의 욕구에

을 맞추었는데,사회 바람직성을 가리켜 응답자가 문화 으로

하고 수용 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 다.이들은 사회 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흔히 일어나지 않는 행

동 혹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흔히 일어나는 행동에 해 지나치게 정

으로 보고하는 행동들을 측정하되 병리 함의가 최 한 배제된 문항들

을 모아 Marlowe-CrowneSocialDesirabilityScale(MCSD)를 구성하

다.비슷한 방식으로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Lie척도

(EPQ-L;Eysenck, Eysenck & Barrett,1985),MMPI의 Lie 척도

(Hathaway& McKinley,1951)등이 개발되었다.

2요인 모형

이와 같은 일차원 가정이 다소 단순하며 설명력이 제한 이라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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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해 사회 바람직성에 한 2요인 모형이 제안되었다

(Pauhus,2002).특히 사회 바람직성 요인에 한 기 연구들에서 두

가지 구분되는 군집이 발견되었는데(Cattell& Scheier,1961;Jachson&

Messick,1962;Messick,1962),Wiggins(1964)는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두 군집에 알 (Alpha)와 감마(Gamma) 요인이라는 이름을 붙 다.

Damarin& Messick(1965)은 문헌 분석을 통하여 ‘자기애에 한 자폐

편향(autisticbiasinself-regard)’과 ‘선 편향(propagandisticbias)'

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안하 다.이들에 따르면 자

기애에 한 자폐 편향은 스스로에 한 태도로서 자존감을 보호하기

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왜곡을 의미하며,선 편향은 타인

에 한 태도로서 자신의 공 평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진하려는 경

향성을 의미한다는 에서 구분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ackeim & Gur(1979)는 심리 역동 근을 토

로 사회 바람직성이 자기 기만(self-deception)과 타인 기만

(other-deception)이라는 2개의 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 다.자

기 기만은 스스로에 해 비 실 으로 정 인 기술을 하는 동시에 이

를 실제로 믿는 무의식 경향을 의미하며,타인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

이기 해 자신에 한 기술을 의도 으로 왜곡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연구자들은 자기 기만과 타인 기만을 내용 인 측면에서 구분했다.사람

들이 보편 으로 경험하지만 종종 부인하곤 하는, 를 들면 성 이거나

공격 인 내용이 담긴 질문에 과도하게 부정 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자

기기만을 나타내고,사회 으로 바람직하지만 흔히 일어나지 않는 행동

에 해 과도하게 정 으로 보고할 경우는 타인 기만을 나타낸다고 보

았다.요컨 Sackeim & Gur의 연구에서는 자신에 한 과장된 보고가

두 요인의 공통된 핵심을 이루었으며,두 요인은 의식 수 과 내용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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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리 수용되는 Paulhus(1984)의 모형은 Damarin &

Messick(1965)의 연구와 Sackeim & Gur(1979)의 연구를 토 로 도출된

것이다. Paulhus는 사회 바람직성이 크게 자기기만 고양

(self-deceptiveenhancement)과 인상 리(impressionmanagement)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모형을 제시하 다.자기기만 고양은 스

스로를 호의 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아를 보호하려는 무의식 경향을

가리키며,낙 (Scheier& Carver,1985)이나 응(Taylor& Brown,

1988),자신감(Paulhus,1991)을 비롯한 성격 구인과 련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반면 인상 리는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호의 으로 표

하려고 하는 의식 인 노력을 의미하며,상황 필요성이나 일시 동

기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Paulhus,1991).다시 말해 인상

리가 의식 인 숨기기라면,자기기만은 스스로에 한 정 이미지를

진실로 믿고 보호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김용석,2010).

이러한 근 아래 Paulhus(1984)에 의해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Response(BIDR)가 개발되었으며,최근에는 Stöber(2001)에 의

해 SocialDesirabilityScale(SDS-17)가 제안되는 등 다양한 척도들이

폭넓게 쓰이고 있다.본 연구 한 사회 바람직성의 두 가지 하 요인

이 성격 특성에 서로 다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보다 풍부

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 2요인 을 채택하 다.

2.사회 바람직성과 성격특성

자기보고식 성격검사가 측정하는 성격 특성에 사회 바람직성이 미치

는 향에 해서는 지속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성격특성에 한

이론 가운데는 성격 5요인 모형(McCrae& Costa,1997)이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이 모형은 신경증(Neuroticism) 는 정서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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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stability),외향성(Extraversion),개방성(Openness),성실성

(Conscientiousness),친화성(Agreeableness)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되는 성격검사로는 표 으

로 NEO-PI-R(Costa& MacCrae,1992)이 있다.한편 국제 성격어휘

검사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추가 인 요인에 근거하여 최근 새롭게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성격구조 모형으로 성격 6요인 모형 는

HEXACO모형이 있다(Ashton& Lee,2007).이 모형에서는 기존 5요인

가운데 신경증과 친화성 요인의 개념이 정서성(Emotionality)과 원만성

(Agreeableness) 요인으로 다소 수정되었으며, 정직/겸손성

(Honesty-Humility)이라는 여섯 번째 요인이 추가되었다.

사회 바람직원이 단일 차원이라고 개념화하는 근 아래에서 표

으로 McCrae& Costa(1985)가 NEO 성격검사와 EPQ-L간 상 을 분

석한 바 있다.연구 결과 EPQ-L수 이 높을수록 성격 5요인 가운데

성실성과 친화성이 높고 개방성이 낮았다. 한편 Avia, Sanz,

Sánchez-Bernardos,Martínez-Arias,Silva& Graña(1995)는 NEO-PI

성격검사와 MCSD,EPQ-L간 상 을 분석한 결과 MCSD에 해서 개

방성을 제외한 네 가지 성격 특성과 유의미한 상 을 얻었으며,EPQ-L

에 해서도 표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분의 성격 특성과 유의미한

상 을 얻었다고 보고했다.특히 두 가지 척도 모두에서 사회 바람직

성은 성실성과 상 이 가장 높았고 정서 안정성과의 상 이 그 다음으

로 높았다.외향성과 상 은 낮은 수 이었으며,친화성과 상 은 거의

없었고, 개방성과는 상 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Ones,

Viswesvaran& Reiss(1996)의 메타 연구에서 사회 바람직성은 정서

안정성과 상 이 가장 높았고 성실성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친화성과

상 은 낮은 수 이었으며,외향성과 상 은 거의 없었고,개방성과 상

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

사회 바람직성에 한 2요인 근 아래에서도 사회 바람직성의

하 요인이 성격검사의 하 척도와 각기 다른 계를 지닐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하 다.가령 Li& Bagger(2006)의 메타 연구에서

자기기만 고양은 성격 5요인 가운데 외향성,정서 안정성,성실성과

상 이 상 으로 높고 나머지 두 요인과 상 이 아주 약했던 반면 인

상 리는 성격 5요인과 반 으로 상 이 유의미한 가운데 성실성,친

화성,정서 안정성과 상 으로 높은 상 을 보 다.보다 구체 인

연구로 Holden& Passey(2010)에 따르면 BIDR의 자기기만 고양은 성

격 5요인 가운데 친화성을 제외한 네 가지 요인과 유의미한 상 을 보

고,인상 리는 외향성과 개방성을 제외한 세 가지 요인과 유의미한 상

을 보 다.한편 HEXACO 성격 모형을 사회 바람직성의 2요인

근에서 연구한 de Vries, Zettler & Hilbig(2014) 한 Li &

Bagger(2006)과 유사하게 자기기만 고양이 정서성,외향성,성실성과

유의미한 계를 가지며 인상 리는 성실성,원만성과 유의미한 상 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다.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성격 5요인 모형을 토

로 분석한 연구들과 달리 정직/겸손성이 인상 리를 가장 잘 측하는

변인으로 발견되었다는 이 구별되었다.

결론 으로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사회 바람직성과 성격 특성 간

계는 일 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성실성과 정서 안정성과의 상

은 체로 일 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 최근 제기된 성격 6요

인 모형과 련해서는 사회 바람직성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새롭게 추가된 정직/겸손성 요인은 사회 바람직성 구인,특히 사회

바람직성의 두 가지 하 요인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측된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 6요인 모형에 기반하여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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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 바람직성의 통제

한편 사회 바람직성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일반 으로 고 검사이론

에 입각한 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주로 사회 바람직성 척도를 사

용한 상 분석 연구 주로 이루어져 왔다.이는 문항 수 이 아닌 총

수 에서 연구 심 척도와 사회 바람직성 척도 간 상 을 분석하는 방

식이다.만일 연구 심 척도와 사회 바람직성 척도 간 상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이는 연구 심 척도가 사회 바람직성 편

향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반면 두 척도 간 상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할 경우,사회 바람직성 척도 수가 지나치게 높은

피검자를 분석에서 제외(cut-off)하거나,사회 바람직성을 통제한 뒤

연구 심 척도와 외부 거 간 편상 (partialcorrelation)을 계산하는 방

식 등으로 교정되었다(Beretvas,Meyers& Leite,2002).이와 같이 고

검사이론에 입각한 방법들은 총 수 의 연구라는 에서 문항 수 에

서의 측정오차를 무시한다는 이 한계로 지 되었다(Zickar& Robbie,

1999).

문항수 에서 사회 바람직성 연구는 훨씬 제한 이다.일 이 Neill

& Jackson(1970)과 Paulhus(1981)는 각각 주성분 분석과 탐색 요인분

석을 사용하여 사회 바람직성을 연구하 다. 가령 Neill &

Jackson(1970)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사회 바람직성 요인을 추출한

뒤 표 요인(targetfactor)과 사회 바람직성 요인이 직각이 되도록

회 시킴으로써 사회 바람직성이 제거된 표 요인값을 도출하 다.

이후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theory)에 근거하여 사회 바람직성

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Ferrando,2005,2008;Kuncel&

Borneman,2007;LaHuis & Copeland,2009;Stark,Chernyshenko,

Chan,Lee& Drasgow,2001;Zickar& Robie,1999). 표 으로 Zic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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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ie(1999)는 등 반응모형(gradedresponsemodel)을 사용한 차별

기능문항(differentialitem functioning)분석을 통해 허 반응 집단과 정

상반응 집단 간 문항 편 성을 확인하 고,LaHuis& Copeland(2009)는

개인 합도(personfit)를 사용해 다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허 반

응을 측하 다. 한 Ferrando(2005)는 문항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표

척도 문항이 표 요인과 사회 바람직성 요인의 향을 모두 받고,사

회 바람직성 척도 문항은 사회 바람직성 요인의 향만 받는 모형을

제안하 다.Ferrando에 따르면 표 척도 문항 가운데 사회 바람직성

요인의 교차 부하량이 높을수록 사회 바람직성에 취약한 문항이라고

해석되었다.

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사회 바람직성을 모형화하려는 시

도들도 나타났다(Griffin,Hesketh& Grayson,2004;Konstable,Aavik

& Allik,2006;Podsakoff,MacKenzie,Lee& Podsakoff,2003;Ziegler

& Buehner,2009).가령 Podsakoff등(2003)은 사회 바람직성을 동일

방법 편의(commonmethodvariance)의 하나로 보고,사회 바람직성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제시하 다.국내에서는 조기

(2013)이 Podsakoff등(2003)이 제안한 모형들을 실제 데이터에 용,

비교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문항요인분석에 잠재집단분석

(latentclassanalysis)을 용하여 사회 바람직성 반응을 보인 집단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Eid& Zickar,2007;Holden& Book,2009;

Leite& Cooper,2010;Maij-deMeij,Kelderman & van derFlier,

2008;Zickar,Gibby& Robie,2004).

4.요인혼합모형

요인혼합모형(factormixturemodel)은 문항요인분석에 잠재집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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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class analysis)을 용한 모형이다(Dolan & van derMaas,

1998;Lubke& Muthén,2005,2007;Muthén,Asparouhov& Rebollo,

2006;Muthén& Sheddon,1999).잠재집단분석은 모집단이 이질 인 경

우에 모집단 내 존재하지만 찰 불가능한 하 집단을 분류하기 해 사

용되는 방법이다.성별이나 실험조건과 같이 하 집단 멤버십이 찰 가

능한 경우에는 일반 인 다집단 분석(multi-groupanalysis)을 사용하면

되지만,집단 멤버십을 알 수 없다면 이를 데이터로부터 추론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일련의 찰변수에 하여 유사한 반응패턴을 보인 개인들로

집단을 분류한다.그러기 한 표 인 분석방법으로는 군집분석

(clustering)이나 별분석(discriminantanalysis)이 있다.일례로 군집분

석은 클러스터 심 으로부터의 거리에 기반하여 집단을 분류하는데,

모형 기반(model-based) 근이 아니라는 은 군집분석의 약 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잠재집단분석은 모형 기반 근으로,집단 멤버십을 잠재변수로

가정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일종이다.일련의 찰변수로부터 잠재변수

를 추론한다는 에서 요인분석과도 유사하며,잠재변수를 통제했을 때

하 찰변수 간 독립이라는 조건부 독립성(conditionalindependence)

가정도 그 로 유지된다.다만 잠재집단분석에서는 잠재집단 변수가 범

주변수이지만 요인분석에서는 잠재변수가 연속변수라는 이 다르다.최

종 으로 잠재집단분석은 한 잠재집단 개수를 단하고,각 잠재집

단으로 분류되는 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잠재집단이 어떤 행동을

측하는지,그리고 각 개인이 어떤 잠재집단으로 할당되는지 분석한다.사

회 바람직성 반응의 맥락에서는 어떤 개인들이 편향된 반응을 보일 확

률이 높은지,어떤 검사문항이 편향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외부 변수들이 사회 바람직성을 측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요인혼합모형은 잠재집단분석과 요인분석을 결합한 것으로,잠재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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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범주변수 하나와 요인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연속변수가

포함된 모형이다.요인혼합모형은 잠재집단분석에 요인분석을 목함으

로써 찰변수가 잠재집단 내에서 공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즉,요인

혼합모형은 잠재집단분석과 달리 잠재집단 내 조건부 독립성을 가정하지

않으며,잠재집단 내 공변산성(covariation)은 요인을 통해 모형화된다.

기존 잠재집단분석의 경우 공통요인을 가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요인분석은 모집단이 이질 이나 찰 불가능한 경우 잠재집단을 분석할

수 없었다.반면 요인혼합모형은 단일 모형 내에서 범주변수와 연속변수

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요컨 요인혼합모형은 잠

재집단분석과 요인분석을 결합함으로써 두 분석을 일반화시킨 보다 유연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잠재집단분석과 마찬가지로 모형에 다

양한 공변량(covariate)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은 요인혼합모형의 다

른 장 이며,이를 통해 특정 반응편향을 보이는 집단 특성을 구체 으

로 분석할 수 있다.요인혼합모형을 사용한 연구로는 표 으로

Heidemeir & Goritz(2013)의 인생만족도 유형 연구, Muthén &

Asparouhov(2006)의 담배 의존성 유형 연구 등이 있다.

사회 바람직성 맥락에서는 표 으로 Leite& Cooper(2010)가 요인

혼합모형을 용하여 사회 바람직성 반응을 연구한 바 있다.Leite&

Cooper가 사용한 모형은 앞서 소개한 Ferrando(2005)의 모형에 잠재집단

변수를 추가하여 이를 확장한 것이다.Ferrando의 연구는 잠재집단을 가

정하지 않은 채 모든 피검자가 사회 바람직성의 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설과 모든 피검자가 사회 바람직성의 향을 받는다는 립가설을

검증하 다.반면 Leite& Cooper는 표본 일부 하 집단에서만 타겟

척도 수가 사회 바람직성의 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 다.특

정 검사환경에서 특정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보다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13-

Ferrando의 모형보다 더 실 이라고 볼 수 있다.Leite& Cooper의

연구 결과에서는 잠재집단이 2개라고 가정한 모형이 최종 으로 선호되

었다.집단별로 사회 바람직성 요인 수 요인 부하량이 산출되었

으며,개인별로는 각 집단에 속할 사후 확률이 계산되었다.사회 바람

직성과 같은 반응편향에 요인혼합모형을 용한 Leite& Cooper의 연구

는 잠재집단을 가정하여 반응패턴에 따라 응답자 집단을 분류하 고,반

응편향에 교란되지 않은 문항 모수와 요인 수를 추정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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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연구 목

자기보고식 성격검사는 문항의 안면 타당도가 높고 “사회 으로 바람

직한 정답”이 뚜렷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응답자 반응의 진

를 가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 반응에 오염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

져 있다.따라서 성격검사에 한 반응은 응답자의 실제 성격 특성뿐 아

니라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 모든 응답자가 일 으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체 집단 가운데 사회 바

람직성을 보이는 응답자와 보이지 않는 응답자가 혼합되어 있다고 가정

하는 편이 보다 실 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상 으로 더 풍부한 해

석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그런 경우 요인혼합모형을 활용하면 서

로 이질 인 응답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어떤 응답자들의 반응이 사회

바람직성의 향을 받는지 확인하거나 어떤 문항들이 사회 바람직

성에 오염될 확률이 높은지 분석할 수 있다. 한 요인혼합모형은 잠재

집단분석과 달리 표 요인과 잠재집단 변수를 함께 분석할 수 있으며,

조건부 독립성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에서 잠재집단분석과 다르거나 그

보다 더 의미 있는 군집을 찾을 수 있다는 장 을 지닐 것으로 기 된

다.

그러나 Leite& Cooper의 연구를 포함하여 기존에 요인혼합모형을 이

용해서 반응 편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분 표 요인이 1개인 경우만 제

한 으로 다루었으며,표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분석을

개별 으로 수행하여 하나의 모형 내에서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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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많은 경우 심리검사는 복수의 요인을 측정하거나 다차원

성격을 지닌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따라서 요인혼합모형이 단지 표

요인이 1개인 경우만이 아니라 복수의 요인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용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그 동안 사회 바람직성을 직간 으로 다룬 요인혼합모형 연

구는 부분 사회 바람직성이 단일 구인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

으며,그러한 가정 아래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왔다.그러한 에서

사회 바람직성의 2개 하 요인이 검사 응답에 미치는 향에 해서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요인혼합모형을 표 요인이 2개인 경우로 확장하는 동시에 사회 바람

직성을 구성하는 2가지 차원을 함께 분석하여 각 하 요인이 검사 응답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2.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표는 Leite& Cooper가 탐색 으로 연구한 모형을 표

요인이 2개인 경우로 확장한 다음 사회 바람직성의 2가지 하 요인과

비교하는 것이다.그러기 해서 분석에서 사용할 모형은 기본 으로

Leite& Cooper의 모형과 동일하다.먼 가설은 모든 응답자가 단일

집단에 속하며,표 척도에 한 반응은 사회 바람직성 편향에 향

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설 모형은 단일 집단 확인 요인분석 모

형과 동일하며,표 척도 문항과 사회 바람직성 척도 문항이 교차 부

하량 없이 각 요인의 향만 받는다.

첫 번째로 가설이 가정하는 모형을 본격 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찰된 응답 결과가 범주변수이기 때문에 이에 한 처리가 필요하다.따

라서 찰변수는 범주변수로 나타나지만 그 근 에 연속된 잠재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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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한다. 찰된 범주변수에 임계(threshold) 라미터를 이용해

서 근 의 연속변수를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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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잠재변수이고,는 찰변수다.Cj는 문항 범주 개수이며,

vj는 임계 라미터다. 가설을 
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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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와 은 첫 번째 표 척도의 j개 문항에 한 편과

부하량이다.   와     는 두 번째 표 척도의 k개 문

항에 한 편과 부하량이다. 그리고      과

      은 사회 바람직성 가운데 자기기만 고양척도의 l

개 문항에 한 편과 부하량이며,마지막으로          과

            는 인상 리 척도의 m개 문항에 한 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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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량이다.    는 각각 응답자 i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표 요

인 수 그리고 사회 바람직성의 하 요인 수를 의미하며,

         은 잔차를 가리킨다.

가설에 한 첫 번째 안가설은 다음의 모형 (3)과 같이 표 되며,

이는 모든 응답자가 단일 집단에 속하며 이 집단에 속한 모두가 표 척

도 문항에 해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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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표 요인에 한

자기기만 고양 요인의 교차 부하량을 나타나며,   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표 요인에 한 인상 리 요인의 교차 부하

량을 나타낸다.이를 제외한 항은 (2)의 모형과 동일하다.

두 번째 안가설은 두 개의 잠재집단을 가정하는 요인혼합모형이다.

이때 모형에서 잠재집단변수 c는 이항(binomial)변수다.이 경우 잠재집

단변수를 심으로 두 개의 측정모형이 존재한다.첫 번째 잠재집단은

응답자의 표 척도 반응에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없는 경우로,방정

식 (2)의 모형과 동일하다.두 번째 잠재집단은 표 척도 반응에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존재하는 경우로,방정식 (3)의 모형과 동일하다.이처

럼 표 요인이 두 개이며 공변량으로서 사회 바람직성이 두 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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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요인혼합모형

요인이 포함된 요인혼합모형은 그림1과 같이 표 될 수 있다.표 척

도에 한 사회 바람직성의 향은 선으로 표시하 다.

이 요인혼합모형에서 잠재변수는 표 요인 두 개,사회 바람직성의

두 가지 하 요인 그리고 잠재집단변수의 다섯 가지다.모형의 구조

부분에서는 다섯 개의 잠재변수 간 계를 명시한다.첫 번째로,잠재집

단변수는 표 요인을 측한다.

     
     

(4)

방정식에서 은 잠재집단 n에 속한 응답자 i의 첫 번째 표 요인 수

이며,은 잠재집단 n의 평균 표 요인 수이고,은 잔차이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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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도 유사한 형태로 정의된다.

두 번째로,사회 바람직성 요인은 응답자 i가 거집단 N에 비교했

을 때 잠재집단 n에 속할 로짓 확률을 측한다.

ln




  

∈   


         (5)

방정식에서  는 공변량인 사회 바람직성 요인의 회귀계수이고,은

잠재집단 n의 편이다.

세 번째 안가설은 세 개 이상의 잠재집단을 가정하는 요인혼합모형

으로,각 잠재집단이 사회 바람직성 반응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응답패

턴을 지니는 경우를 일컫는다.집단이 셋 이상인 경우 잠재집단변수가

다항(multinomial)변수의 형태라는 을 제외하고는 이 모형과 동일

하다.

척도를 설정하기 해서 통상 잠재변인의 요인 부하량이나 요인의 분

산이 1로 고정되며,요인들 간 상 은 연구가설에 따라 0으로 고정되거

나 혹은 자유롭게 추정될 수 있다.이에 해 Leite& Cooper(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의 이론 가정에 따라 연구에서 사용한 표 요인과 사

회 바람직성 요인이 개념 으로 서로 상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요인 간 상 을 0으로 고정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선 확인 요인

분석에서 상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요인 간 상 은 후

속 요인혼합모형을 합시키는 과정에서 0으로 고정하 다.그 다음 모

든 요인 간 상 을 0으로 고정한 보다 간결한 모형을 합하 다.분석

결과 첫 번째 모형에서 값을 자유롭게 추정한 상 이 부분 결과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 두 모형을 비교하 을 때 모형 간 합도 차이

가 작고 문항 모수의 양상이 흡사한 반면 두 번째 모형이 뚜렷한 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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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보 다는 에서 본 분석에서는 보다 간결한 두 번째 모형을

선택하 다.덧붙여 본 연구의 안가설에서 가정하는 모형의 경우 모형

이 합 가능하도록 구성하기 해서 추가 인 제약 조건이 필요하 다.

따라서 Ferrando(2005)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 바람직성 요인에 한 교차부하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타겟 문항

을 선택하여 교차부하량을 0으로 고정함으로써 순수하게 표 요인만 측

정하는 표지변수(markervariable)를 선정하 다.

표 요인의 평균 수는 잠재집단 간 다르다고 가정되며,추정 시 평

균 수가 0인 거 집단이 설정된다.표 요인의 문항 라미터는 잠

재집단 간 다르다고 가정할 수도,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문

항 라미터에 한 제약을 순차 으로 설정한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연

구자는 모형의 측정 불변성(measurementinvariance)을 평가할 수도 있

다.모형 추정 방식은 EM(expectation-maximization)알고리즘을 사용한

로버스터 최 우도(robustmaximum likelihood)이며,네 모형을 비교하

여 최종 으로 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요인혼합모형에서 모형의 합도 비교 기 으로는 통상 BIC(Bayesian

InformationCriterion),AIC(AkaikeInformationCriterion),aBIC(sample

size-adjustedBIC)등의 합도 지수(fitindex)와 Lo-Mendell-Rubin검

사(LMR-LRT;Lo,Mendell& Rubin,2001),엔트로피 등이 포 으로

사용된다.정보 기 (informationcriteria)으로 통칭되는 BIC,AIC,aBIC

등은 모형의 복잡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서로 다른 모형

을 비교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데,그 값이 작은 모형일수록 더 선

호된다.LMR-LRT는 재 모형에서 잠재집단 수를 하나 더 감소시켰을

때 모형의 합도가 유의미하게 악화되는지 검증하며,검사의 p값이 유

의미할 때 재 모형이 더 선호된다.마지막으로 요인혼합모형에서 엔트

로피는 잠재집단 분류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기 한 지표로 사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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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bke& Muthén(2007)은 요인혼합모형에서 엔트로피가 0.6보다 낮을

경우 이는 20% 이상의 개인들이 잘못 분류됨을 의미하며,엔트로피가

0.8이상일 경우 최소 90% 이상의 개인들이 올바르게 분류됨을 의미한

다고 보고하 다.

3.분석 방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요인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사회 바람직성의 하 요인

을 연구하기 하여 일반인 4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표본 집단의 인구통계 속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

각 반(200명)씩 차지했으며,나이 는 20 ,30 ,40 ,50 가 100명

(25.0%)씩 고루 포함되었다.직업의 경우 직장인이 226명(56.5%)으로 과

반수를 구성했으며,학력은 고졸 이하 91명(22.8%), 졸 269명(67.2%),

학원졸 40명(10.0%)으로 조사되었다.

측정도구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 바람직성 척도와

성격검사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다.먼 사회 바람직성을 측

정하기 해서 Paulhus(1998)가 고안한 BIDR을 토 로 정보라(2005)가

개발한 사회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 다.정보라의 사회 바람직성

척도는 총 20개 문항이며,자기기만 고양을 측정하는 10개 문항과 인

상 리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자기기만 고양 문항의

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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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와 “나는 완벽하게 이성 인 사람이다”가 있고,인상 리 문항의

로 “나는 필요하면 거짓말을 한다”와 “나는 항상 세 신고를 한다”가

있다.정보라의 연구에서 자기기만 고양과 인상 리의 내 합치도

(Cronbach’salpha)는 .69로 두 차원이 동일하게 보고되었으며,두 차원

간 상 은 .25이었다.

표 척도로는 성격 6요인을 측정하는 HEXACO 성격검사(이기범,마

이클 애쉬튼, 2013) 60문항을 사용하 다. 이 검사는 Ashton &

Lee(2009)가 개발한 HEXACO-PI-R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 화한 것

으로 6개 요인마다 10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어 60문항 검사에서 6

요인의 신뢰도는 정직/겸손성,정서성,외향성,원만성,성실성,개방성

순으로 각각 .76,.80,.80,.77,.76,.78로 보고된 바 있다.정직/겸손성 문

항의 로는 “어떤 사람에게서 얻어낼 것이 있으면,싫더라도 그 사람의

비 를 맞추어 것이다”가,정서성 문항에는 “때때로 사소한 것에

해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가,외향성 문항으로는 “주로 혼자 하는 일보

다는 다른 사람들과 극 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가,원

만성 문항으로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실수를 질러도 나는 싫은 소

리를 잘 하지 않는다”가,성실성 문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

는 항상 일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가 있으며,마지막으로 개방

성 문항으로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등이

있다.

분석 차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먼 HEXACO 6요인을 3개 으로

나 어 2개 요인씩 세 번에 걸쳐 분석을 진행하 다.첫 번째 은 정직

/겸손성(H)과 정서성(E)으로,사회 바람직성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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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요인이다.두 번째 은 외향성(X)과 원만성(A)이며,이 두 요인

은 사회 맥락에서 발휘되는 인 계 속성이라는 에서 공통된다.

마지막 은 성실성(C)과 개방성(O)으로, 인 계 맥락에서 독립된

개인의 내 속성이라는 공통 이 있다.

분석은 각각의 요인 마다 우선 가설과 첫 번째 안가설에 따라

두 개의 단일 집단 모형,즉 (a)모든 응답자가 단일 집단에 속하며 표

척도에 한 반응은 사회 바람직성 편향의 향을 받지 않는 모형과

(b)모든 응답자가 단일 집단에 속하며 표 척도에 한 반응이 사회

바람직성 편향의 향을 받는 모형을 합시켰다.그 다음 두 개의 요인

혼합모형이 합되었다.(c)2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하여 집단마다 다른

반응 양식을 보인다는 두 번째 안가설 모형과 (d)3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한다는 세 번째 안가설 모형이 그것이다. 분석은 Mplus

7.0(Muthén& Muthén,2012)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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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정직/겸손성과 정서성

성격 6요인 가운데 첫 번째 은 정직/겸손성과 정서성으로,사회 으

로 바람직하다고 지각되는 정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상 으로 뚜렷하

여 허 반응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특질이다.HEXACO 모형에서

정직/겸손성이란 자신의 이익을 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 청렴하며 진

솔한 성향을 말한다.정서성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고 민하며 타인에게

정서 으로 강하게 의존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이 두 특질에 한 각

모형의 합도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가장 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별

하는 과정에서 합도 지수와 자료에 한 모형의 해석 가치를 우선

으로 고려하 으며 보조 지표로서 LMR-LRT을 참조하 다.분석 결

과 얻은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BIC의 경우 모형2가 34602.729로

가장 낮았지만,AIC와 aBIC의 경우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4의 AIC가

33704.406,aBIC가 33902.458로 가장 낮았다.그러나 모형4에 따라 응답자

를 분류하 을 때 오직 응답자 한 명만 소속된 집단이 존재한다는 문제

이 있었다.따라서 그 다음으로 합도가 우수한 모형을 선정하 는데,

정보 지수만 고려하 을 때 모형2가 모형3보다 매우 근소한 차이로 선호

되었으나,모형3이 LMR-LRT 분석 결과 p값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을 뿐 아니라 보다 해석 가치가 풍부하다고 단되었다.따라서 잠재

집단이 두 개인 모형3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택하 다.

최종 으로 선택된 모형3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이 각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개별 으로 계산되었으며,모든 응답자는 사후 확률이 더 높은

잠재집단으로 할당되었다.분류 결과 체 표본 가운데 사회 바람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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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 BIC aBIC
LMR-

LRT

1.교차부하량 없는 2요인-1집단 모형 34176.705 34839.288 34312.559 -

2.교차부하량 있는 2요인-1집단 모형 33796.453 34602.729 33961.769 -

3.2요인-2잠재집단 요인혼합모형 33800.777 34603.062 33965.275 .00

4.2요인-3잠재집단 요인혼합모형 33704.406 34670.340 33902.458 .81

표 1.모형 합도 (정직/겸손성,정서성)

의 향을 받았다고 가정한 첫 번째 잠재집단에 표본의 다수인 368명

(92%)이,그 지 않았다고 가정한 두 번째 잠재집단에는 32명(8%)이 할

당되었다.이는 곧 응답자 상당수가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 다

는 의미로,정직/겸손성과 정서성이 사회 바람직성에 취약함을 시사하

는 결과다.모형의 엔트로피는 .854로 상당히 높은 수 이었다.

다음으로 각 잠재집단의 문항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았다(표2).첫 번째

잠재집단에서 자기기만 고양의 경우 정직/겸손성 척도의 다섯 문항(문

항18,24,36,48,54)에 한 부하량이 통계 으로 유의미했으며,정서성

척도와도 다섯 문항(문항23,41,47,53,59)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하

다.인상 리의 경우 정직/겸손성 척도의 여덟 문항(문항6,12,30,36,

42,48,54,60)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하 으나,정서성 척도와는 두 문

항(문항11,29)에 한 부하량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부하량

이 유의미하지 않은 성격척도 문항은 해당 문항이 사회 바람직성 편향

에 취약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문항 수 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우선 정직/겸손

성의 경우 첫 번째 잠재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자기기만 고양이 강할

수록 “나는 많든 든 뇌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문항36)그리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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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1 잠재집단2

정직/

겸손성
정서성

자기

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

기만

고양

인상

리

정직/겸손성

문항6 1.00** 0.43 1.52** 0.00 0.00

문항12 -1.10 -0.19 4.74** 0.00 0.00

문항18 0.50 0.50* 0.35 0.00 0.00

문항24 0.19 -1.61** 0.00 0.00 0.00

문항30 0.69** -0.44 1.70** 0.00 0.00

문항36 -0.04 1.06** 1.65** 0.00 0.00

문항42 0.05 -0.32 1.18** 0.00 0.00

문항48 0.55 -0.98** 1.33** 0.00 0.00

문항54 0.90** -0.87* 1.90** 0.00 0.00

문항60 -0.10 0.00 4.54** 0.00 0.00

정서성

문항5 1.00** .24 -0.26 0.00 0.00

문항11 1.44** .33 -1.33** 0.00 0.00

문항17 0.84** .26 -0.10 0.00 0.00

문항23 0.59** 0.74** -0.07 0.00 0.00

문항29 1.09** -0.01 -0.69* 0.00 0.00

문항35 0.97** 0.00 -0.55 0.00 0.00

문항41 0.60** -1.97** 0.00 0.00 0.00

문항47 0.78** 0.87** 0.13 0.00 0.00

문항53 1.10** -1.25** 0.29 0.00 0.00

문항59 0.63** -0.89** 0.07 0.00 0.00

표 2.요인 부하량 (정직/겸손성,정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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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청탁하기 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척 하지는 않을 것이다”(문

항54)와 같이 자신이 내면 규범에 어 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고하 다.그러는 한편 특이할만하게도 이 집단에 속한 응

답자들은 두 문항에 해 유의미한 음의 부하량을 보 다.해당 문항은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문항24,역

문항)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은 지 를 가진 요한 사람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문항48,역문항)이었다.다시 말해 자기기만 고양 수

이 높을수록 특권 의식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과 선망을 바라는

경향을 보 다.이는 자기기만 고양이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해

지나치게 호의 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과 연 되는 것으로 보인

다.정서성의 경우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나도 울고

싶어진다”(문항23)와 “친한 사람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이별

의 순간에 매우 슬 감정을 느낄 것이다”(문항47)에서 보듯이 공감 인

성향을 드러내었다.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정서 지원이 없더라도,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문항41,역문항)와 “굉장

히 한 상황에 처해도 공포에 질리지 않는다”(문항53,역문항)그리고

“ 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감상 으로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별로 감정

동요를 느끼지 않는 편이다”(문항59,역문항)와 같은 역문항에서 음의 부

하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자기기만 고양을 보이는 응답자들이

스스로에 해 자신감이 있고 정서 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을 보여주

는 것으로,자기기만 고양이 낙 이나 응,자신감과 연 된다는 기존

연구와 연결되는 이라고 생각된다.

인상 리 요인은 정직/겸손성의 거의 모든 문항과 유의미한 계를

보 다.특히 요인 부하량이 높았던 문항은 “나는 잡히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남의 돈 몇천만원쯤은 훔칠 수도 있다”(문항12,역문항)와 “잡히

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조지폐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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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60,역문항) 다.응답자들은 자신이 법 행동을 지르지 않으

며 사회 규범을 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인상 리 수 이 높을수록 “승진이나 월 인상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아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문항6)에서처럼 가식

이거나 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한

“비싸고 호화로운 명품을 갖고 싶어한다”(문항42,역문항)에서처럼 부와

사치를 요시하지 않는 청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이처럼 인

상 리가 정직/겸손성 척도 응답에 반 으로 큰 향을 미친다는 결

과는 deVries,Zettler& Hilbig(2014)의 연구와도 연결된다.마지막으로

인상 리는 정서성 척도 가운데 “때때로 사소한 것에 해 지나치게 걱

정을 한다”(문항11)와 “ 험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보다 무서움을

많이 탄다”(문항29)의 두 항목과 유의미한 계를 보 는데,부하량이 음

의 값이었다.이는 곧 해당 잠재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이 정 인 인상

을 형성하기 해 다른 사람보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했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잠재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자기기만 고양과

인상 리 수 이 높을수록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

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그러나 이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겸손한 측

면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스로에 한 강한 자신감과 자기 심성

을 보 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응답확률을 검토하 다.설문조사는 사분문항으로 실시

되었으므로 각 범주에 응답할 확률이 나타난 도표가 범주별로 하나씩 생

성되었다(그림2-5).정직/겸손성의 경우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 첫

번째 집단과 그 지 않은 두 번째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한 이

유로 첫 번째 집단은 사회 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직/겸손성 특

질에 해 과도하게 정 으로 보고한 반면 두 번째 집단은 본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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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겸손성 수 자체가 높기 때문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극단 범주인 네 번째 범주(“매우 그 다”)에서 첫 번째

집단의 응답률이 두 번째 집단보다 높았다.이는 곧 첫 번째 집단에 속

한 응답자들이 사회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해 극단 범주를 선택했다는

을 의미한다.특이할만하게도 열 개 문항 첫 번째 집단의 응답률이

가장 높던 두 문항(문항12,60)에서 두 번째 집단의 응답률이 첫 번째 집

단보다 뚜렷이 높았다.이는 해당 문항이 사회 바람직성 편향에 매우

취약한 동시에 변별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 다.

정서성의 경우 응답 범주 간 응답률의 차이가 상 으로 명확했다.

가령 두 번째 범주(“약간 아니다”)에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 첫

번째 잠재집단의 반 인 문항 응답률이 두 번째 집단보다 상당히 높았

다.반면 네 번째 범주(“매우 그 다”)에서 첫 번째 잠재집단의 응답률은

두 번째 집단보다 매우 낮았다.이는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 첫

번째 잠재집단이 사회 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질인 정직/겸손성

에 해서 반 으로 “그 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 으며,반

로 사회 으로 다소 꺼려지는 특질인 정서성에 해서는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 다는 것을 보여 다.

두 번째 잠재집단을 규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 집단의 요인 수 평균

을 0으로 고정하 을 때 첫 번째 잠재집단의 정직/겸손성 요인 평균은

.863,정서성 요인 평균은 –2.023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정서성 요인

의 평균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1).본 연구에서는 측정 불변

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요인 수 평균을 직 으로 비교하는 신

검사 총 을 이용해서 잠재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3과 그림6에는

잠재집단별 HEXACO 성격검사 수 평균이 나타나 있다.두 집단 간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 t-검정을 실시하 다.등분산성은 충족되지

않았으며,정직/겸손성의 경우 t(43.016)=2.272,p=.028로 통계 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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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정직/겸손성(좌)과 정서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2)

그림 2.정직/겸손성(좌)과 정서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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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정직/겸손성(좌)과 정서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3)

그림 5.정직/겸손성(좌)과 정서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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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잠재집단별 총 평균 (정직/겸손성,정서성)

정직/

겸손성
정서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

잠재집단1
6.20

(2.095)

5.76

(2.128)

5.66

(2.550)

5.51

(2.466)

6.04

(2.276)

5.84

(2.411)

잠재집단2
5.56

(1.458)

8.75

(1.078)

4.50

(3.172)

5.97

(2.482)

5.31

(2.278)

5.53

(2.286)

표 3.잠재집단별 평균 표 편차 (정직/겸손성,정서성)

미하 고 정서성의 경우에도 t(55.296)=-13.544,p<.001로 유의미한 결

과를 확인하 다.반면 외향성,원만성,성실성 그리고 개방성의 경우 통

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요컨 나머지 네 특질의 평

균 수에서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정직/겸손성과 정서성 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났다.특히 첫 번째 잠재집단이 두 번째 잠재집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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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20 30 40 50 직장인 기타
고졸

이하
학교 학원

잠재집단1
(n=368)

173

(.47)

195

(.53)

84

(.23)

93

(.25)

94

(.26)

97

(.26)

212

(.58)

156

(.42)

81

(.22)

247

(.67)

40

(.11)

잠재집단2
(n=32)

27

(.84)

5

(.16)

16

(.50)

7

(.22)

6

(.19)

3

(.09)

14

(.44)

18

(.56)

10

(.31)

22

(.69)

0

(.00)

체 (n=400)
200

(.50)

200

(.50)

100

(.25)

100

(.25)

100

(.25)

100

(.25)

226

(.57)

174

(.43)

91

(.23)

269

(.67)

40

(.10)

표 4.잠재집단별 인구통계 속성 (정직/겸손성,정서성)

다 정직/겸손성 수가 높은 신 정서성 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이는 에서 살펴본 요인 수 평균의 양상과도 동일한 결과다.즉,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보다 바람직하다

고 지각된 성격 특질인 정직/겸손성 수가 높았으며 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각된 특질인 정서성 수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집단별 인구통계 속성을 검토하 다(표4).인구

통계 변수를 측변수로,집단 멤버십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여성을 거변수로 설정하 을 때 남성의 회귀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20 를 거범주로 설정하 을 때 40 와 50 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 다(표5).다시 말해서 여성과 비교했을 때 남성이

잠재집단2에 속할 확률이 0.15배 그리고 20 와 비교했을 때 40 와 50

가 잠재집단2에 속할 확률이 각각 0.33배,0.15배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잠재집단별 인구통계 속성(표4)에서도 드러나는데,첫 번째 잠

재집단은 체 집단의 인구통계 속성과 흡사한 분포를 보 던 반면 두

번째 잠재집단의 경우에는 남성과 40 그리고 50 가 차지하는 비 이

상 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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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표 오차 p값 오즈비

성별(남성) -1.87 0.51 0.00 0.15

연령 (30 ) -0.90 0.50 0.07 0.41

(40 ) -1.10 0.52 0.04 0.33

(50 ) -1.89 0.66 0.00 0.15

직업(직장인) -0.44 0.40 0.28 0.65

학력(학) 0.07 0.43 0.87 1.07

표 5.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정직/겸손성,정서성)

한 인구통계 변수를 활용하여 각 잠재집단별로 자기기만 고양과

인상 리 요인 수를 측하는 경로분석 모형을 합하 다(표6).그

결과 두 번째 잠재집단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얻지 못하

으나,첫 번째 잠재집단에서는 40 와 50 에서 자기기만 고양과 인상

리 수 이 모두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곧 이 집단에 속한 40

와 50 가 스스로에 해 지나치게 정 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도 그 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40 와

50 에서 사회 바람직성 수가 높은 양상은 이어서 다루어질 나머지

네 요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소 일 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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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성별 (남성) 0.11 -0.06 -0.54 0.11

연령 (30 ) 0.08 0.07 0.39 -0.09

(40 ) 0.21* 0.22** 0.36 0.00

(50 ) 0.25* 0.36** 0.50 0.29

직업 (직장인) 0.02 -0.02 -0.01 -0.28

학력 ( 학) -0.01 -0.14 -0.17 0.29

(학원) 0.10 -0.10 - -

표 6. 경로분석 결과 (정직겸손성/정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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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 BIC aBIC
LMR-

LRT

1.교차부하량 없는 단일집단 모형 33444.343 34106.926 33580.197 -

2.교차부하량 있는 단일집단 모형 33169.092 33975.367 33334.408 -

3.2요인-2잠재집단 요인혼합모형 33215.621 34017.906 33380.119 .14

4.2요인-3잠재집단 요인혼합모형 33074.748 34040.682 33272.800 .88

표 7.모형 합도 (외향성/원만성)

2.외향성과 원만성

성격 6요인 가운데 외향성과 원만성은 인 계 맥락에서 발휘되는

성격 특질이라는 공통 이 있다.HEXACO 모형에서 외향성은 사회

자존감이 높으며 인 계 교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즐기는 활동

인 성향으로 정의된다.원만성은 다른 사람에게 하며 화를 내지 않

고 참을성이 많은 성향을 가리킨다.이 두 요인에 한 각 모형의 합

도가 표7에 나타나 있다.분석 결과 BIC의 경우 모형2가 33975.367로 가

장 낮았지만,AIC와 aBIC의 경우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4의 AIC가

33074.748,aBIC가 33272.800로 가장 낮았다.따라서 잠재집단이 세 개인

모형4를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택하 다.

최종 으로 선택된 모형3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이 각 잠재집단에 분류

될 확률이 산출되었으며,그에 따라 사후 확률이 더 높은 집단으로 할당

되었다.분류 결과 체 표본 가운데 첫 번째 잠재집단에 109명(27.25%)

이,두 번째 잠재집단에는 267명(66.75%)이 할당되었으며 남은 24명

(6.00%)이 세 번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모형의 엔트로피는 .547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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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잠재집단별로 문항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았을 때(표8),첫 번째 잠

재집단에서 자기기만 고양의 경우 외향성 척도의 두 문항(문항4,22)에

한 부하량이 통계 으로 유의미했으며,원만성 척도의 네 문항(문항3,

15,27,33)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하 다.인상 리의 경우 외향성 척

도와는 유의미한 부하량이 발견되지 않았으며,원만성 척도와는 한 개

문항(문항51)과 부하량이 유의미했다.두 번째 잠재집단에서는 자기기만

고양의 경우 외향성 척도의 네 문항(문항4,34,46,52)에 한 부하량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원만성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부하량이 확인

되지 않았다.인상 리의 경우 외향성의 한 개 문항(문항52)에 한 부

하량이 통계 으로 유의미했으며,원만성 척도와는 세 문항(문항9,21,

39)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과 원만성은 모두 사회 장면에서 드러나는 인 계 성향

이다.이를 고려하여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았을 때,우선 두 집단에서 자기기만 고양 수 이

높은 응답자들은 공통 으로 스스로에 해 만족하는 등(문항4)자신이

외향 인 사람이라는 믿음을 보 다.그러나 외향성의 구체 인 내용은

차이를 보 다.가령 첫 번째 집단에서는 “나는 거의 매일 명랑하고 낙

천 인 편이다”(문항22)에 한 요인 부하량이 유의미했다.이는 곧 이

집단에서 자기기만 고양이 강할수록 응답자들이 스스로를 쾌활하고

정 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다.반면 두 번째 집단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별로 생기가 없고 활동 이지 않다”(문항46,역

문항)와 “나는 가끔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문항52,역문

항)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하여,스스로가 열정 인 사람이라는 믿음과

높은 사회 자존감을 보고했다.원만성에서도 두 집단은 차이를 보 다.

첫 번째 집단에서 자기기만 고양이 높은 사람들은 “나를 부당하게

우한 사람에게도 큰 원한을 품지 않는 편이다”(문항3) 는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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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외향성 원만성

자기

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

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

기만

고양

인상

리

외향성

문항4 1.00 2.04** -0.44 1.64** 0.70 0.00 0.00

문항10 2.86* -0.77 1.15 1.36 -1.15 0.00 0.00

문항16 2.93 0.00 1.41 0.00 -0.14 0.00 0.00

문항22 2.73* 1.67** -1.15 0.63 0.87 0.00 0.00

문항28 2.55* -1.17 0.87 1.21 0.43 0.00 0.00

문항34 2.14* 0.86 0.99 2.16* -1.19 0.00 0.00

문항40 3.37* 0.34 1.12 0.33 0.18 0.00 0.00

문항46 3.22** -1.31 0.00 1.48* 0.00 0.00 0.00

문항52 1.42** -0.38 -0.58 1.25** 1.23** 0.00 0.00

문항58 2.22* 0.94 1.05 1.85 -1.40 0.00 0.00

원만성

문항3 1.00 1.75** 1.04 -0.25 1.02 0.00 0.00

문항9 1.08** -0.99 0.48 -0.51 2.12* 0.00 0.00

문항15 0.89* -1.26** 0.30 -0.77 0.67 0.00 0.00

문항21 2.09 0.00 -0.89 0.00 1.26* 0.00 0.00

문항27 1.03** 1.60** 1.26 -0.33 0.52 0.00 0.00

문항33 0.72** 1.03* 0.29 -0.04 0.72 0.00 0.00

문항39 0.78* 0.70 0.15 0.02 1.05* 0.00 0.00

문항45 3.42 2.46 0.00 1.15 0.00 0.00 0.00

문항51 1.03** 1.23 0.81* -0.82 0.72 0.00 0.00

문항57 0.67** -1.06 1.04 -1.27 1.62 0.00 0.00

표 8.요인 부하량 (외향성,원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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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매우 한 편이다”(문항33)에서 보이듯이

스스로가 타인에 해 그러우며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반면

두 번째 집단에서는 자기기만 고양과 원만성과의 계가 드러나지 않

았다.곧 이 집단에서는 자기기만 고양 수 이 스스로가 인 계에서

원만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리의 경우 첫 번째 집단에서는 외향성 척도의 어느 문항과도 유

의미하지 않았으며,두 번째 집단에서도 한 개 문항(문항52)에 한 부하

량만 유의미했다.따라서 두 집단 모두 타인에게 외향 인 사람이라고

보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만성 척도에 해

서도 첫 번째 집단은 한 개 문항의 요인 부하량만 유의미했는데,이는

곧 첫 번째 집단에서 속한 응답자들이 원만성에 해서도 극 으로 인

상을 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그러나 두 번

째 집단은 스스로에 해 원만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고

자 하는 의도가 검사 응답에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이 집단에서

인상 리 수 이 높았던 응답자들은 “나는 가끔씩 다른 사람을 무 비

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문항9,역문항),“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내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문항39)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하며 고집이 세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존 하는 사람

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고자 했다.

요컨 첫 번째 집단에서 자기기만 고양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명랑하고 타인에게 하며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반면 두 번째

집단에서는 스스로가 활달하고 사회 자존감이 높다고 보고했다. 한

첫 번째 집단은 외향성과 원만성 모두에 해 극 으로 인상 리를

하지 않았지만,두 번째 집단에서 인상 리를 보 던 응답자들은 특히

자신이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수용 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

하고자 했다.결국 외향성이 주로 자기기만 고양과 상 을 보 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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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만성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항응답확률을 검토하 다(그림7-10).우선 외향성의 경우

세 집단의 반응이 반 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두 번째 범

주(“약간 아니다”)에서 세 번째 집단의 응답률이 다른 두 집단보다 낮았

고 신 세 번째 범주(“약간 그 다”)에서 응답률이 높았다.세 번째 집

단이 사회 바람직성을 보이지 않는 집단이라고 가정하 다는 을 고

려하 을 때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에게 외향성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

특질이라고 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 다. 한 문항응답확률은

비단 사회 바람직성 요인뿐 아니라 외향성 요인의 향 한 받는다는

에서 세 번째 집단의 외향성 수 자체가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을 가능

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이 에 해서는 세 집단의 총 평균을 비교

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 다.

원만성의 경우 문항응답확률에서 사회 바람직성을 보인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상 으로 명확했다.가령 두 번째 범주(“약간

아니다”)에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

단의 반 인 문항 응답률이 세 번째 집단보다 상당히 낮았다.그러나

세 번째 범주(“약간 그 다”)에서 응답률이 역 되었고,네 번째 범주

(“매우 그 다”)에서 사회 바람직성을 보인 두 집단의 응답률이 뚜렷

이 높았다.이는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잠재

집단이 사회 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질인 원만성에 해서는

반 으로 “그 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 다는 것을 보여 다.

다음으로 집단별 평균을 검토하 다.세 번째 잠재집단을 규 집단으

로 설정하여 이 집단의 요인 수 평균을 0으로 고정하 을 때 첫 번째

잠재집단의 외향성 요인 평균은 –0.167,원만성 요인 평균은 1.009으로

나타났으나 두 값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두 번째 잠재집

단의 외향성 요인 평균은 –0.162,원만성 요인 평균은 0.784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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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외향성(좌)과 원만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1)

그림 8.외향성(좌)과 원만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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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외향성(좌)과 원만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3)

그림 10.외향성(좌)과 원만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4)



-43-

그림 11.잠재집단별 총 평균 (외향성,원만성)

정직/

겸손성
정서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

잠재집단1
5.91

(2.016)

5.78

(2.105)

5.22

(2.319)

5.40

(2.109)

5.86

(6.12)

5.87

(2.078)

잠재집단2
6.37

(2.032)

6.15

(2.285)

5.60

(2.745)

5.79

(2.564)

6.12

(2.195)

5.80

(2.520)

잠재집단3
4.75

(1.917)

5.38

(1.952)

6.79

(2.216)

3.58

(1.976)

5.08

(1.954)

5.79

(2.484)

표 9.잠재집단별 평균 표 편차 (외향성,원만성)

나 마찬가지로 두 값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이어서 검사 총 에서 나

타나는 잠재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9와 그림11에는 잠재집단별

HEXACO 성격검사 수 평균이 나타나 있다.두 집단 간 평균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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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가설에 한 ANOVA 결과,외향성의 경우 F(2,64.993)=5.161,

p=.008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 원만성의 경우에도 F(2,

61.524)=12.891,p<.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 다.덧붙여 정직/겸손

성에서도 F(2,397)=8.129,p<.001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서성,성실성 그리고 개방성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비 검정 결과 외향성의 경우 t(27.950)= -3.306,

p=0.005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세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다.원만성의 경우에는 t(27.828)=4.754,p<0.001로 첫 번째와 두 번

째 집단의 평균이 세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정서성의 경우 세

집단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했다.즉 t(397)=3.244,p=0.001로 첫 번째 집

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세 번째 집단보다 높았으며,t(397)=-2.013,

p=0.045로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첫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요

컨 외향성과 원만성,정직/겸손성 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났으

며,첫 번째와 두 번째 잠재집단이 세 번째 잠재집단보다 원만성 수가

높은 신 외향성 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에

서 살펴본 문항응답확률의 양상과도 동일한 결과다.즉 외향성의 세 번

째 범주에서 사회 바람직성을 보이지 않은 집단의 응답률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았던 것은 이 집단의 외향성 수 자체가 다른 두 집단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외향성 척도 반응에 있어서 사회 바람직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

은 이유로는 우리 문화에서 외향 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 특질이라고

뚜렷하게 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HEXACO 성격

검사에서 외향성은 네 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는데,사회 자존감

(socialself-esteem),사회 담성(socialboldness),사교성(sociality)

그리고 활력(liveliness)이 그것이다.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회 바람

직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교차 부하량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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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20 30 40 50 직장인 기타
고졸

이하
학교 학원

잠재집단1
(n=109)

45

(.41)

64

(.59)

39

(.36)

29

(.27)

22

(.20)

19

(.17)

58

(.53)

51

(.47)

25

(.23)

74

(.68)

10

(.09)

잠재집단2
(n=267)

147

(.55)

120

(.45)

55

(.21)

65

(.24)

72

(.27)

75

(.28)

152

(.57)

115

(.43)

63

(.24)

175

(.66)

29

(.11)

잠재집단3

(n=24)

8

(.33)

16

(.67)

6

(.25)

6

(.25)

6

(.25)

6

(.25)

16

(.67)

8

(.33)

3

(.13)

20

(.83)

1

(.04)

체 (n=400)
200

(.50)

200

(.50)

100

(.25)

100

(.25)

100

(.25)

100

(.25)

226

(.57)

174

(.43)

91

(.23)

269

(.67)

40

(.10)

표 10. 잠재집단별 인 통계적 속성 (외향성, 원만성)

거의 모든 문항은 사회 자존감과 활기를 측정하는 문항이었다.사회

담성과 사교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단 한 개 문항의 부하량만 유

의미했다.우리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보다 단체에서

극 으로 나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사회 상호작용을 주도 으로 이끌

어 나가는 것이 상 으로 덜 선호된다는 을 생각한다면,이러한 하

요인에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따라서 외향성 척도 반응에 있어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부분

으로만 향을 끼쳤으며,그에 따라 사회 바람직성이 뚜렷하게 드러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집단별 인구통계 속성을 검토하 다(표10).그리

고 인구통계 변수를 측변수로,집단 멤버십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 세 번째 잠재집단을 거집

단으로 설정하 을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두 번째 집단에 속할 회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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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1 잠재집단2

계수 표 오차 p값 오즈비 계수 표 오차 p값 오즈비

성별 (남성) -0.28 0.47 0.55 0.75 -0.86 0.44 0.05 0.42

연령 (30 ) -0.08 0.72 0.91 0.92 0.35 0.70 0.62 1.42

(40 ) -0.48 0.73 0.51 0.62 0.34 0.70 0.63 1.40

(50 ) -0.75 0.66 0.26 0.47 0.28 0.63 0.66 1.32

직업 (직장인) -0.43 0.57 0.45 0.65 -0.31 0.54 0.57 1.73

학력 ( 학) -0.76 0.71 0.29 0.47 -0.79 0.69 0.25 0.46

(학원) 0.35 1.22 0.77 1.42 0.36 1.18 0.76 1.44

표 11. 집단 멤버십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 분석 결과 (외향성/원만성)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을 뿐 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표11).이는 특정 인구집단이 한 잠재집단에 편 되기보다 세 집단이

체로 체 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인구통계 변수를 활용하여 각 잠재집단별로 자기기만 고양과

인상 리 요인 수를 측하는 경로분석 모형을 합하 다(표12).그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잠재집단에서는 50 의 인상 리 수 이 높았

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자기기만 고양 수 도 높았다.반면 세 번째

집단에서는 50 의 자기기만 고양 수 이 20 보다 낮았으며, 신 남

성의 자기기만 고양 수 이 여성보다 높았다.요컨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 집단에서는 50 가 스스로에 해 호의 인 이미지를 보고

했고 극 으로 인상 리를 했으며,반 로 사회 바람직성을 보이지

않은 집단에 속한 50 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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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성별(남성) 0.30 0.14 0.06 -0.16 0.46** 0.03

연령 (30 ) 0.09 0.07 0.10 0.12 -0.22 -0.19

(40 ) 0.35 0.03 0.12 0.30* 0.33 0.38

(50 ) -0.12 0.53* 0.38** 0.51** -0.66** -0.30

직업(직장인) -0.03 -0.12 0.06 -0.03 -.17 -0.07

학력(학) -0.12 -0.22 0.02 -0.26* 0.25 0.36

( 학원) 0.10 -0.26 0.11 -0.26 -0.08 0.29

표 12.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 리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외향성/원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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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 BIC aBIC
LMR-

LRT

1.교차부하량 없는 2요인-1집단 모형 34307.797 34970.380 34443.651 -

2.교차부하량 있는 2요인-1집단 모형 34126.651 34932.927 34291.967 -

3.2요인-2잠재집단 요인혼합모형 34139.684 34941.968 34304.182 .56

4.2요인-3잠재집단 요인혼합모형 34040.176 35006.111 34238.228 .86

표 13.모형 합도 (성실성,개방성)

3.성실성과 개방성

앞서 살펴본 외향성과 원만성과 달리 성실성과 개방성은 인 계

맥락에서 독립된 자기 자신의 내면 속성이다.HEXACO 모형에서 성

실성은 목표지향 이고 정확성과 완벽성을 추구하며 신 하게 행동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며,경험 개방성은 심미 이거나 탐구 이며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한 특성을 의미한다.성실성과 개방성 요인에 한 각 모

형의 합도는 표13에 나타나 있다.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잠재집단

개수를 선택하기 해 네 개의 모형이 합되었다.정보 기 을 살펴본

결과 BIC의 경우 첫 번째 안가설 모형인 모형2가 BIC=34932.927로

가장 낮았지만,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4의 AIC =34040.176,aBIC =

34238.228로 가장 낮았다.그에 따라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4가 가장

합한 모형이라고 단하 다.

분석 결과 각 응답자마다 각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개별 으로 계산

되었으며,모든 응답자는 사후 확률이 더 높은 잠재집단으로 할당되었다.

분류 결과 체 표본 가운데 첫 번째 잠재집단에 173명(43.25%)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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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잠재집단에는 129명(32.25%)이 그리고 사회 바람직성의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 마지막 잠재집단에는 98명(24.50%)이 할당되었

다.이 모형의 엔트로피는 .356으로 다소 낮은 수 이었다.

다음으로 각 잠재집단별로 문항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았다(표14).첫

번째 잠재집단에서 자기기만 고양의 경우 성실성 척도의 세 문항(문항

2,8,50)과 개방성 척도의 네 문항(문항7,19,31,55)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하 다.인상 리의 경우 성실성 척도의 한 문항(문항38)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하 으며,개방성 척도와는 유의미한 부하량이 발견되지

않았다.두 번째 잠재집단에서는 자기기만 고양의 경우 성실성 척도의

세 문항(문항2,38,50)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개방성

척도에서도 세 문항(문항31,37,44)에 한 부하량이 유의미했다.인상

리의 경우 성실성의 다섯 문항(문항20,26,32,44,56)에 한 부하량

이 통계 으로 유의미했으며,개방성 척도와는 한 개 문항(문항1)에 한

부하량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

았을 때,우선 두 집단에서 자기기만 고양 요인이 성실성 척도 응답에

미치는 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두 집단에서 공통 으로 “막

에 서두르는 것을 피하기 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문항2)와

“사람들이 종종 나를 완벽주의자라고 한다(문항50)”에 한 요인 부하량

이 유의미했는데,스스로가 시간 리를 잘하는 신 하고 완벽한 사람이

라고 믿는 자기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자기기만 고양

이 스스로에 한 지나치게 정 인 이미지를 믿고 보호하려는 성향이

라는 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자기기만 고양이 개방성

척도 응답에 미치는 향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 다.첫 번째 집단의 경

우 “다른 나라의 역사와 정치를 배우는 것에 심이 많다”(문항7)와 “백

과사 을 훑어보면서 시간을 보낸 이 거의 없다”(문항31,역문항)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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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학을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지루한 일이다”(문항55,역문항)에

한 요인 부하량이 유의미했는데,이러한 결과는 이 집단에 속한 응답자

들이 자기기만 고양이 강할수록 스스로가 탐구 이고 사색 인 사람이

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 다. 한 “ 진 사상에 심을 갖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문항19,역문항)에 해서 음의 부하량이 나타났는

데,이를 통해 이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이 사고 측면에서 보수 이라는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반면 두 번째 집단에서는 “기회만 있다면 클래

식 음악회에 가보고 싶다”(문항25),“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

을 듣곤 한다”(문항37)과 “나는 습에 얽매이지 않은 을 지닌 사람

을 좋아한다”(문항43)에 한 요인 부하량이 유의미했으며,이를 통해 이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자기기만 고양이 강할수록 스스로가 심미 이

고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상 리의 경우 첫 번째 집단은 성실성 척도에서 한 개 문항에 한

부하량만 유의미했으며 개방성 척도와는 어느 문항과도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이런 에서 이 집단은 인상 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반면 두 번째 집단은 성실성 척도의 다섯 문항에 한

요인 부하량이 유의미했다.“나는 주의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순간 기분

에 따라 결정하는 편이다”(문항20,역문항)등 모두 스스로가 충동 이지

않으며 계획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내용의 문항이었다. 한 두

번째 집단에서 개방성 척도 가운데 “미술 에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낀

다”(문항1,역문항)에 한 인상 리 요인의 부하량이 유의미했다.이는

스스로가 술 심이 많다고 보고한 자기기만 고양 성향과 상통하

는 것으로 보인다.요컨 첫 번째 집단에서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보

이려는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두 번째 집단은 본인이 특히 주의 깊

고 철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해 극 으로 응답했다고 볼



-51-

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성실성 개방성

자기

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

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

기만

고양

인상

리

성실성

문항2 1.00 1.72** 0.00 1.46** 0.00 0.00 0.00

문항8 -0.28 2.01** 0.05 0.23 -0.27 0.00 0.00

문항14 2.30 0.66 0.72 0.30 0.14 0.00 0.00

문항20 2.68 0.45 0.40 -0.36 1.90* 0.00 0.00

문항26 3.00* 0.22 1.41 0.62 1.24* 0.00 0.00

문항32 0.71 0.00 0.23 0.00 1.14* 0.00 0.00

문항38 0.90 1.30 1.29* 1.47* 0.24 0.00 0.00

문항44 2.92 0.07 1.45 0.54 1.52* 0.00 0.00

문항50 0.05 2.35** 0.38 1.03* 0.03 0.00 0.00

문항56 2.17 1.15 0.96 -0.43 1.27* 0.00 0.00

개방성

문항1 1.00 -0.15 0.66 0.08 1.65* 0.00 0.00

문항7 0.66** 1.44** -0.14 0.18 -0.39 0.00 0.00

문항13 1.23** 0.60 0.00 1.14 0.00 0.00 0.00

문항19 0.32** -0.84* 0.43 -0.43 0.04 0.00 0.00

문항25 1.07** 0.00 -0.34 0.00 1.61 0.00 0.00

문항31 0.43** 1.06* -0.08 -1.00* 0.49 0.00 0.00

문항37 0.64* 0.43 0.86 1.69** -1.74 0.00 0.00

문항44 0.35** 0.15 0.33 1.04* -0.19 0.00 0.00

문항49 1.02** -0.06 0.85 0.41 0.17 0.00 0.00

문항55 0.83** 1.01* 0.24 -0.79 0.60 0.00 0.00

표 13.성실성,개방성 척도에 한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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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결론 으로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은 모두 자기기만 고양이

강할수록 스스로가 성실하다고 생각했으나 개방성 측면에서 조되었다.

즉 첫 번째 집단은 자신이 지 활동을 좋아하는 탐구 이고 보수 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자신이 술 심이 풍부한

심미 이고 개방 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 첫 번째 집단은 타인에

게 인상 리를 거의 하지 않았던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이기 해 극 으로 인상 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성실성과 개방성 척도에 한 잠재집단별 문항 응답 확률을 검

토하 다(그림12-15).우선 반 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실성 척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반면 개방성 척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이는 응답자들이 보기에 성실성 요인은 바람직한 특질

임이 상 으로 명확했던 반면 개방성 요인은 사회 으로 선호된다고

지각되는 정도가 보다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성실성 척도의 경우 첫 번째 범주(“매우 아니다”)에서

는 세 집단 간 응답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그러나 두 번째

범주(“약간 아니다”)에서 세 번째 잠재집단의 응답 확률이 매우 높았으

며,세 번째 범주(“약간 그 다”)에서 역 이 이루어져서 네 번째 범주

(“매우 그 다”)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잠재집단의 응답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이는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이지 않은 집단이 간 범주

주로 응답함으로써 반 으로 솔직한 응답을 보 다면,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사회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응답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특히 에서 살펴보았던 요인 부하량이 유의

미했던 문항 주로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방성 척도의 경우,문항 응답 확률이 집단별로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가운데 네 번째 범주(“매우 그 다”)에서 두 번째 잠재집단의 문항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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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성실성(좌)과 개방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1)

그림 13.성실성(좌)과 개방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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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성실성(좌)과 개방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3)

그림 15.성실성(좌)과 개방성(우)의 문항응답확률 (범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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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잠재집단별 총 평균 (성실성,개방성)

확률이 상 으로 높았다.특히 응답 확률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문항

들은 모두 자기기만 고양이나 인상 리가 유의미한 향을 미쳤던 항

목들이었다.

세 번째 잠재집단을 규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 집단의 요인 수 평균

을 0으로 고정하 을 때 첫 번째 잠재집단의 성실성 요인 평균은 .469,

개방성 요인 평균은 -.185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잠재집단 한 성실성 요인 평균은 .479,개방성 요인 평균은

.118로 마찬가지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이에 요인 수 신

검사 총 을 이용해서 잠재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15와 그림16에

는 잠재집단별 HEXACO성격검사 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세 집단

간 평균에서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한 ANOVA 분석 결과,성실성

만이 F(2,250.337)=20.443,p<0.01로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비 검정 결과 세 번째 잠재집단의 평균을 나머지 두 잠재집단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t(195.208)=6.908,p<0.01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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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겸손성
정서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

잠재집단1
6.29

(2.02)

5.90

(2.10)

5.82

(2.61)

5.50

(2.47)

6.51

(2.48)

5.74

(2.58)

잠재집단2
6.12

(2.10)

5.92

(2.34)

5.57

(2.61)

5.68

(2.60)

6.19

(1.97)

5.88

(2.21)

잠재집단3
6.15

(2.06)

6.29

(2.29)

5.11

(2.62)

5.55

(2.47)

5.99

(2.28)

5.82

(2.40)

표 15.잠재집단별 평균 표 편차 (성실성,개방성)

으며,나머지 두 잠재집단 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요컨 성

실성 특성에서만 사회 바람직성을 보이지 않은 집단의 평균이 사회

바람직성을 보인 두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다.이러한 결과는 후자의 집

단에서 성실성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 특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반

으로 높은 응답을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응답자의 성별,나이,직업 학력 정보를

활용하여 3개 잠재집단의 특징을 분석하 다(표16).그에 따라 특정 잠

재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다른 인구통계 특성과 연 이 있는지 살펴

보기 하여 추가 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세 번째

잠재집단을 거 집단으로 설정하 을 때,표17에서 보이듯이 첫 번째

잠재집단에서만 40 와 50 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 는데,이들이 20

에 비교하여 세 번째 집단보다 첫 번째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각각 2.00배,

2.24배 다.이 을 제외하면 인구통계 속성은 체로 유의미하지 않

았는데,이러한 결과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 인구집단이 한 잠

재집단에 편 되기보다 세 집단이 체로 체 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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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20 30 40 50 직장인 기타
고졸

이하
학교 학원

잠재집단1
(n=173)

84

(.49)

89

(.51)

36

(.21)

43

(.25)

47

(.27)

47

(.27)

97

(.56)

76

(.44)

43

(.25)

111

(.64)

19

(.11)

잠재집단2
(n=129)

72

(.56)

57

(.44)

30

(.23)

34

(.26)

31

(.24)

34

(.26)

76

(.59)

53

(.41)

30

(.23)

85

(.66)

14

(.11)

잠재집단3

(n=98)

44

(.45)

54

(.55)

34

(.35)

23

(.24)

22

(.22)

19

(.19)

53

(.54)

45

(.46)

18

(.18)

73

(.75)

7

(.07)

체 (n=400)
200

(.50)

200

(.50)

100

(.25)

100

(.25)

100

(.25)

100

(.25)

226

(.57)

174

(.43)

91

(.23)

269

(.67)

40

(.10)

표 16.잠재집단의 인구통계 속성 (성실성,개방성)

잠재집단1 잠재집단2

계수 표 오차 p값 오즈비 계수 표 오차 p값 오즈비

성별 (남성) -0.14 0.26 0.59 0.87 -0.45 0.27 0.10 0.64

연령 (30 ) 0.62 0.37 0.09 1.86 0.49 0.39 0.21 1.63

(40 ) 0.69 0.36 0.05 2.00 0.40 0.39 0.31 1.49

(50 ) .081 0.37 0.03 2.24 0.65 0.38 0.09 1.91

직업 (직장인) 0.05 0.26 0.85 1.05 0.21 0.28 0.44 1.24

학력 ( 학) -0.50 0.33 0.13 0.61 -0.40 0.36 0.27 0.67

(학원) -0.06 0.54 0.91 0.94 0.08 0.58 0.90 1.08

표 17.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실성,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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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자기기만

고양
인상 리

성별(남성) 0.26* 006 -0.28 -0.55** 0.35* -0.13

연령 (30 ) 0.36 -0.17 0.02 0.20 0.33 -0.09

(40 ) 0.48** -0.12 0.32 0.45* 0.26 0.18

(50 ) 0.68** 0.49* 0.26 0.50* 0.10 0.13

직업(직장인) 0.03 -0.01 -0.09 -0.23 0.01 0.27

학력(학) 0.26 -0.26 0.14 0.09 -0.52** -0.74**

( 학원) 0.22 -0.23 0.14 0.17 0.06 -0.55

표 18.경로분석 결과 (성실성,개방성)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집단별로 인구통계 정보를 토 로 자기기만 고

양과 인상 리 요인 수를 측하는 경로분석 모형을 합하 다(표

18).그 결과 첫 번째 잠재집단에서는 남성과 40 ,50 에서 자기기만

고양 요인 수가 높았으며,50 의 경우 인상 리 수 도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한편 두 번째 집단에서는 여성과 40 ,50 에서 인상

리 요인 수가 높았고,세 번째 집단에서는 학력에서 자기기만 고양

과 인상 리 수 의 차이가 드러났다.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40 ,50

가 스스로 지 활동을 즐기는 탐구 사람이라는 믿음을 보고한 반면

여성과 40 ,50 가 자신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려고 했다

는 것을 알려 다.



-59-

종합 논의

이제까지 문항요인분석에 잠재집단분석을 목한 요인혼합모형을 사용

하여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어떻게 모형화하고 측할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요인혼합모형을 분석한 방식을

확장하여 표 요인과 반응 편향 요인이 각각 2개인 경우를 모형화하여

제시하 다.표 요인으로는 기존에 주로 연구된 성격 5요인 신

HEXACO 성격 6요인을 선택함으로써 그 동안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았

던 정직/겸손성 요인을 함께 고려하 다.반응 편향 요인으로는 사회

바람직성에 한 2요인 모형을 토 로 사회 바람직성의 2가지 하 요

인인 자기기만 고양과 인상 리 요인을 선정하 다.이는 이제까지

요인혼합모형을 통해 직간 으로 사회 바람직성을 다룬 연구들이

부분 사회 바람직성에 한 단일차원 근을 토 로 이루어졌다는

과 차별된다.

분석은 HEXACO 6요인을 공통 속성에 따라 3개 으로 나 어 진

행되었으며,그로써 요인 간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우선 정직/겸손성과 정서성의 경우 잠재집단이 2개인 요인혼

합모형이 최종 으로 선택되었다.9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사회 바

람직성 편향을 보인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이는 그만큼 정직/겸손성과

정서성 차원이 사회 바람직성에 취약하다는 을 암시한다.문항 분석

결과,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인 집단은 자기기만 고양이 강항ㄹ수

록 스스로가 정직하다고 생각했고 타인에게도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으나,상 으로 자기 심성이 강하고 겸손한 측면이 부족했다.

그러는 한편 이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정서 안정성과 자신감을 보

다.응답 범주별 문항응답확률을 분석했을 때,정직/겸손성 척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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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한 이유로는 사회 바람

직성 편향을 보인 집단이 스스로 보다 정직해 보이기 해 보인 반응과

본래 정직하기 때문에 사회 바람직성을 보이지 않은 집단이 보인 반응

이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한편 정서성의 경우 집

단 간 차이가 상 으로 명확했다.이를 통해 응답자들에게 정서성 특

질이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질이라고 생각되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실제로도 검사 총 평균을 비교했을 때,

사회 바람직성을 보인 집단에서 정직/겸손성 수가 높고 정서성 수

가 낮았다.응답자별로 각 잠재집단에 속할 사후 확률이 계산되었으며

그에 따라 할당된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인구통계 속성을 측변수

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그리고 20 에 비해 40 와 50 에 속할수록 사회 바람직성을 보인 집

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두 번째로 외향성과 원만성의 경우 잠재집단이 3개인 요인혼합모형을

선택하 으며,응답자 27.25%가 첫 번째 집단에,66.75%가 두 번째

집단에,그리고 6%가 세 번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문항 분석 결과,첫

번째 집단은 자신이 명랑하며 타인에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스스로가 활달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한 첫 번째 집단이 인상 리를 거의 하지 않았던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자신이 인 계에서 원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고자 했다.응답

범주별 응답확률을 살펴보았을 때 외향성의 경우 사회 바람직성을 보

이지 않은 집단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그러한 이유로 외향성의 사회

바람직성 정도가 문화 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외향성 특질 수 자체에

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한편 원만성의 경우 사

회 바람직성을 보인 집단의 응답률은 범주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응

답자들에게 인 계에서 발휘되는 원만성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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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인식되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인

구통계 속성을 측변수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나 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 다.

마지막으로 성실성과 개방성의 경우 잠재집단이 3개인 요인혼합모형이

최종 으로 선택되었다.응답자 가운데 43.25%가 첫 번째 잠재집단에,

32.25%가 두 번째 잠재집단에,그리고 24.5%가 세 번째 잠재집단으로

할당되었다.문항 분석 결과,첫 번째 잠재집단과 두 번째 잠재집단은 모

두 스스로에 해 호의 인 시각에서 자신이 주의 깊고 완벽주의 인 사

람이라고 응답했다.반면 개방성의 경우에서 차이가 드러났는데,첫 번째

집단은 스스로가 탐구 이고 사색 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두 번째 집단

은 스스로가 심미 이고 창의 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었다.타인에게

정 인 인상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집단은 극 으로 인상 리

를 하지 않았지만,두 번째 집단은 스스로가 신 하고 성실하면서 술

인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 했다.응답 범주별로 문항응답확률을 분석

했을 때,개방성 척도에 한 반응은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한 이유로는 개방성 특질 자체가 사회 으로 바람직한지 여

부가 상 으로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성실성의 경우

사회 바람직성을 보인 집단은 범주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했으

며,이는 응답자들에게 성실성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 특질이라고 생각

되었다는 을 보여 다. 와 마찬가지로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인구

통계 속성을 측변수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20 에

비해 40 와 50 일수록 세 번째 집단보다 첫 번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결국 잠재집단마다 성격 특질과 사회 바람직성 간 계가 다르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 표본 가운데 분석을 통해 탐지된 잠재집

단의 수는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같은 응답자라 하더라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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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이는 양상이 달랐다.특히 본 연구는 요

인혼합모형을 통해 문항 수 에서 내용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성격 특

질과 사회 바람직성 간 계를 보다 심층 으로 연구할 수 있었는데,

그랬을 때 성격 특질과 사회 바람직성 간 계는 집단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 다.이는 곧 기존 연구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격 특질과 사회

바람직성 간 계를 모집단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단순하게 일률

으로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모집단이 동질 이라

는 가정이 실 으로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특히 반응 편향과

같이 집단별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모집단이 이질 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이러한 은 특히 다

차원 구인이나 다수의 요인을 동시에 연구할 때 주의해야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한 성격 특질에 따라 사회 바람직성의 하 요인이 다르게 작동한

다는 도 명확히 드러났다.HEXACO6요인 모두에서 자기기만 고양

과 인상 리는 분명한 차이를 보 다. 를 들어 외향성이나 개방성 요

인과 같이 모든 잠재집단에 걸쳐 자기기만 고양의 향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상 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반면 정직/겸손성

이나 정서성 요인의 경우 성격 특질이 사회 바람직성 두 요인의 향

을 공통 으로 받았으나 내용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기

도 했다.이러한 결과는 사회 바람직성에 한 2요인 근을 지지하

는 것이다. 한 반응 편향이 성격 특질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할

때 2요인 에서 근하면 보다 풍부한 해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이는 기존에 사회 바람직성을 다루어온 연구들,특히 그

가운데서도 요인혼합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이 사회 바람직성에 해 단

일 차원 근을 취해왔다는 에서 설명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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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연구는 성격 검사의 문항 수 에서 사회 바람직성에 한

문항의 민감성을 분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재로서

HEXACO모형을 토 로 하는 성격검사 문항이 사회 바람직성 편향에

어떠한 향을 받는지 체계 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에서

본 연구의 발견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HEXACO 성격검사를 비롯한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에서

사회 바람직성을 고려한 새로운 채 방식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검사

를 개발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가령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모형을 통해 연구자는 사회 바람직성에 취약한 문항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며,이를 토 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거나 검사 실시 환경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잠재집단별 인구통계 속성은 뚜렷하게 드러나

지 않았으며,잠재집단 변수를 측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해서도 체로 유의미한 통찰을 얻을 수 없었다.다만 일 되게 40 와

특히 50 에 있어서 자기기만 고양이나 인상 리 수 이 체로 높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포함한 인구통계 속성 외에

다른 외 변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검토하 을 때 의미 있는 통찰을 얻

을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한 HEXACO 성격검사의

단축형을 사용했다는 에서 성격 특질의 하 요인까지는 검토할 수 없

었다.본 연구에서처럼 성격6요인을 포 으로 다루는 것도 요하지만,

하 요인을 세부 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다 설명력이 풍부한 결론이 도

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요컨 본 연구는 요인혼합모형이 기존의 요인분석에 잠재집단을 추가

함으로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보이는 하 집단을 별할 수 있는 방

법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요인혼합모형은 비단 사회 바람직성

편향뿐 아니라 양극단 반응이나 무선 반응(random response)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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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편향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되며,다양한 자기보고식 검사

의 실시에 있어서 활용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역에서의 용 검증

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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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port personality questionnaires may have potential

drawbacks due to various response biases that respondents

consciouslyorunconsciouslyshow.Thisresearchusesfactormixture

modelstomodelandanalyzetheeffectofsocialdesirabilitybiason

self-reportquestionnaireresponses.Inparticularthisresearchexpands

the model by incorporating two target factors and two-factor

approachtosocialdesirability.Themodelfitdemonstratesthereexist

severallatentclassesinthesample,indicatingtheremustbecaution

whenassumingpopulationhomogeneity.Theresultsalsoshow the

twodimensionsofsocialdesirabilityhavedifferentrelationships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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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ofthe personality traits,supporting two-factorapproach to

socialdesi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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