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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성격심리학 내에서는 상황판단검사를 활용하여 성격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성

격검사도구가 단순히 행동 경향성만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상황

판단검사는 행동이 발생한 상황, 맥락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개인의 행동변화, 즉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의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한 연구들조차 상황판단검사를 성격검사도구

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 즉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의 추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분류와 같은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황판단검사를 활용하여 외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상황요인을 반영한 성격검사도구개

발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성격을 측정하는 상황판단검사 문항을 제작하고 분석해야 하

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상황판단검사, Within-Person Variability, 문항개발

학 번 : 2018-2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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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역사적으로, 성격 심리학은 특성이론(Trait theory)과 상황주의

(Situationism)로 이분된 진영을 이루어왔다(Endler & Magnusson, 1976;

Mischel, 1968). 상황주의는 행동의 상황에 따른 비일관성(inconsistency)

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Mischel, 1968, 1984)으로, 개인의 행동

이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Endler & Magnusson, 1976). 반면 특성이론은 단일 행동이 아닌 여러

행동을 종합하여 평균 낼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점

을 근거(Paunonen & Jackson, 1985)로 개인의 고유한 기질이 행동에 강

한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행동의 일관성에 대한 두 진영의

상반되는 경험적 증거들은 결과적으로 양쪽 진영 모두 인간의 행동을 설

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교착상태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교착상태를 풀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등

장했다. 특히나 그 가운데에서 CAPS(Cognitive-Affective Personality

System)(Mischel & Shoda, 1995)와 Whole Trait Theory(Fleeson &

Jayawickreme, 2015)는 특성이론과 상황주의를 통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이론은 성격 특성을 분포로서

바라보는 시도를 통해 개인의 평균적인 행동경향성만을 보여주던 전통적

인 입장을 넘어서 상황/맥락적 요소에 따른 개인의 행동 변화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성격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성격 개념을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행동 변

화 패턴을 의미 있는 특성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특성이론과 상황주

의 입장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특성이론과 상황주의를 통합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른 특성수준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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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측정도구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이는 특성이론과 상

황주의 간의 오랜 교착상태로 인해 측정도구 개발이 각 영역에 국한되어

독자적으로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격검사도구는 특성이

론(ex. Big Five)에만 기반하고 있으며, 상황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들(ex.

RSQ-8, Sherman et al., 2010) 또한 마찬가지로 특성 요인과 무관하다

(Murtha, T. C et al., 1996). 이처럼 통합적인 관점을 반영한 측정도구의

부재는 특성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자료 수집을 불가능하게 만

든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외향적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특성이론)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외

향적인 상황인가(상황주의)도 아니며,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 외향

적인 행동을 하는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황판단검사(Situational Judgment Test)는 특성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Huang and Ryan., 2011; Dalal et al., 2015; Wrzus and Mehl., 2015).

상황판단검사는 일련의 상황들이 지필, 언어, 또는 시각적인 형태로 제시

되고 이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도구로서(Clevenger,

2001), 일반적으로 조직 현장에서 선별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져 왔

다. 상황판단검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황

요인을 반영한 성격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Huang

& Ryan.,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상황판단검사를 통

해 상황 변화에 따른 외향성 수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격검사도

구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분석을 사용해

야 하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황판단

검사가 성격 특성과 상황 요인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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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향성을 측정하는 상황판단검사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황판단검사가 상황요인과 특성요인의 상

호작용을 반영한 성격검사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상

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를 위한 기

초자료로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1) 상황판단검사를 활용하여 상황요인을 반영한 외향성 척도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문항을 제작해야 하는가?

2) 완성된 척도가 상황요인과 특성요인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을 사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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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Within-Person Variability의 역사

성격심리 연구자들은 개인차뿐만 아니라 한 개인 내에서의 행동 변화

(Within-Person variability)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Spearman & Jones, 1950; Shoda, Mischel, & Wright, 1994; Fleeson,

2015). 동일한 개인이 매번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성격 특성과 행

동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듦으로써, 성격특성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설

명하고 예측하려는 성격심리학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Fleeson,

2015).

성격 특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Within-Person Variability

는 시간 축과 상황 축, 두 가지 축 상에서 이루어진다(Allport, 1927). 먼

저, 안정성(Stability)은 개인의 성격특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어

지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변동(Oscillation)이라는 용어로 처음 표현되었

으며(Spearman & Jones, 1950), 동일한 성격검사도구를 동일한 개인에

게 반복 측정하여 발생하는 표준편차를 통해 측정된다. 다음으로 일관성

(Consistency)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나

타나는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두 개념 가운데 일관성, 즉 상황 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Within-Person Variability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대

다수의 연구들이 상황에 따른 인간의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격 심리학 내에서 핵심 논쟁이 되었던 person-situation debate 또한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한 성격특성의 일관성에 대한 확인은 성격심리학 초

기부터 크게 좌절되었다(Mischel, 1968). 단일 행동의 상황에 따른 상관

은 특성이론 연구자들이 가정한 것보다 형편없이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

문이다(상관계수 0.1 ~ 0.3; Mischel, 1968).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심리학

계 내에서는 성격의 개인차 및 성격특성 개념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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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제기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성격심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특성이론가 Epstein(1979)은 한 개인의 행동들을 종합하여 평균

을 냈을 때, 이것이 단일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특성 개념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Epstein,

1979; Fleeson & Gallagher, 2009;). 즉,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의 비

일관성은 임의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며, 이를 평균한다면 본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을 평균값을 통해 기술하

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력이 높으며, 상황차로 인

해 발생하는 분산은 이러한 설명력에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고 보

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성이론의 주장은 상황주의에 의해 두 가지 측면

에서 반박되었다. 먼저, 종합된 평균행동에서 높은 일관성을 보인 연구들

이 상황의 영향력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 개

인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개인마다 다르다면 종합

된 평균행동에서 나타나는 일관성 및 개인차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

라 개인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Mischel, 2004).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가 임

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상황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임의적

이라면 상황 간 유사성에 의해 행동의 일관성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

지만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상황 간 유사성이 높을수록 단일 행동

의 일관성이 높아지며 예측이 정확해진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

다(Champagne & Pervin, 1987; Shoda, Mischel, & Wright, 1993). 즉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상황 요인이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 것이다.

특성이론과 상황주의의 행동의 일관성에 대한 대비되는 관점은 상호

작용주의가 각광받기 시작함에 따라 큰 변환기를 가지게 된다. 상호작용

주의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황과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 주

목할 것을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Murtha, T. C et al(1996)의 연구는 친



- 6 -

화성, 성실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 피험자에게 간단한 상황 지시문

(ex. 학교 도서관 묘사)을 제시한 후, 상황요인이 반영되도록 변형된 문

항(ex. 나는 “이런 상황에서” 타인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에 응답하도

록 함으로써 상황요인과 특성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

은 Murtha, T. C et al(1996)의 연구는 두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해내었다.

먼저 상황에 따라 특성과 행동의 연결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겸손 행동은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

고, 존중하는 태도로 높은 친화성을 의미하는 행동이지만, 서로가 처음

만나는 상황의 경우, 자신을 감추고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친화성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특성이론에서 높은 친화

성을 겸손 행동과 연결하는 것과 달리 상황에 따라 이러한 특성과 행동

의 연결이 뒤집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른 개인의

행동변화가 특성의 변화가 아닌, 상황에 따라 특성이 표현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특성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Murtha, T. C et al(1996)는 상황요인을 반영하여 측정한 성실성을 위계

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업무상황에서의 성실성, 친밀도에 따

른 성실성이 각각 존재하며 두 성실성이 서로 상관은 있지만 별개의 요

인으로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황에 따른 개인의 행동변화가 나

타나는 까닭이 각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하나의 특성이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은 CAPS(Mischel & Shoda, 1995)와 Whole Trait Theory(Fleeson &

Jayawickreme, 2015)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Shoda, Mischel, &

Wright(1994)는 그들의 연구에서 개인의 다양한 행동들을 다양한 상황에

서 관찰함으로써 <그림 1>과 같은 Situation-Behavior Profile을 도출하

였다. Situation-Behavior Profile은 분포의 형태를 통해 개인이 각 상황

에서 특정 성향을 얼마나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 7 -

Mischel & Shoda(1995)는 성향(disposition)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이 개인차를 가지며 시간의 변화에도 안정적

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Whole Trait Theory(Fleeson & Jayawickreme,

2015)는 기존의 CAPS가 특성의 하위 요인인 성향을 분포로 기술한 것

을 넘어서 상황에 따른 특성수준의 변화를 분포로서 기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CAPS(Mischel & Shoda, 1995)와 Whole Trait

Theory(Fleeson & Jayawickreme, 2015)는 기존의 특성이론이 평균값을

통해 특성을 표현한 것과 달리 특성을 분포로 표현함으로써 상황 요인의

영향력을 특성이론 내에 반영하여 특성이론과 상황주의를 통합한 이론적

토대를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주의의 연구결과들은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요인과 특성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 Situation-Behavior Profile(Mischel & Shoda, 19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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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in-Person Variability의 측정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의 측정은 상황과 행동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성격검사 연구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검사도구들은 특성이론적 측면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전형

적으로 사용되어지는 NEO PI-R의 경우, 전통적인 특성이론에 입각하여

여러 문항들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특성 수준(예. 나는 말이 많

다.)에 대해 묻고, 이를 종합하여 평균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

격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상황적 요소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Murtha, T. C et al., 1996). 따라서 상호작용주의자

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측정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대표적으로 1.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2. 관찰법, 3. 설문, 세 가지의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ESM(예. Diary Study)은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문항을 동일인

에게 반복 측정하여 발생하는 표준편차를 통해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나(Fleeson,

2001),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측정하는 방식에도 동

일하게 적용되었다(Fleeson & Gallagher, 2009; Furr, 2009). ESM을 통

한 일관성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시간, 일 간격으로 특정 성격 상태를 측

정하는 동일한 문항을 동일인에게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문항에 답변하

기 직전 본인이 경험한 사건, 감정상태 등을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상황

에 따른 성격 상태의 변화를 확인한다. 즉 시간차에 따른 측정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상황에 따른 행동의 변화인 것이

다.

하지만 ESM 방식을 통한 일관성의 측정은 3가지의 명확한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ESM 방식을 통한 일관성 측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Furr, 2009; Fleeson,

W., & Law, M. K., 2015). ESM 방식에서 연구자는 응답자가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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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며, 더불어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응답자의 자기

보고를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가 있다. 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Fleeson, W., & Law, M. K. 2015), 왜곡된 상황요인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ESM은 연구자에게 비용

적, 시간적 부담을 제공한다.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문항을 평가하는 행

위는 응답자로 하여금 부담을 야기하며, 연구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

담을 해야 한다. 더불어 ESM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

는 만큼 이러한 비용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ESM은 장

기간 동안 응답자와 연구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시

간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마지막으로 ESM 자체가 Variability를 크게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ESM은 Diary Study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성격 상태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평가(Adjective Assesment) 문항

을 통해 측정되어진다(Fleeson & Gallagher, 2009). 하지만 형용사 평가

문항을 통한 성격 상태의 측정은 특성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크며, 이로 인해 variability를 과대 측정하도

록 만드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Noftle & Fleeson, 2010).

다음으로,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연

구자들은 관찰방법을 사용해왔다. 대표적으로 Shoda, Mischel, &

Wright(1994)는 여름 캠프 동안 어린이의 다양한 행동(예. 언어적 공격,

친근함 표출, 친 사회적 행동)들을 다양한 상황(예. 어른에게 혼나는/칭

찬받는 상황, 친구들에게 배척/어울리는 상황)에서 관찰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측정하였다. 더불어 최근 Fleeson and

Law(2015)은 ESM 측정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SM을 실험실 내

로 가져오는 시도를 수행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실험실을 방문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연구자가 관찰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찰방법은 자연관찰의 경우,

ESM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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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관찰의 경우, 동일한 상황을 동일한 순서로 응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지만 비용적, 시간적 문제로 인해 다양한

상황을 응답자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

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검사를 수행시키

거나(Chiu, Hong, Mischel, & Shoda, 1995),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뒤, 눈을 감고 본인이 해당상황에 놓여있다고 가정하도록 한 후 성격검

사를 수행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Murtha, T. C et al., 1996). 하지

만 이는 상황의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자가 조정할 수 없으며, 추상적인

상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상황의 어떠한 요인이 응답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다.

이처럼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한 기존

의 연구방법들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특히 이들이 중점을 둔 부분은 상

황에 따른 인간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 응답자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동일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바탕으로 최근 연구자들은 상황판단검사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Huang

& Ryan 2011; Dalal et al. 2015; Wrzus & Mehl., 2015). 일련의 갈등상

황을 담은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응답자의 선택을 확인하는 상황판단검

사는 시나리오를 통해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상황요인을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으며, 설문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비용적 부담 없이 응답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요인과 특성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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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판단검사(Situational Judgment Test)

상황판단검사는 저충실도 시뮬레이션(low fidelity simulation)으로서

수십 년 동안 조직현장의 채용부분에서 활용되어진 선별 검사도구이다.

상황판단검사는 선택을 요하는 딜레마, 갈등 상황들과 이를 해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지필, 언어, 또는 시각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이에 따

른 응답자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응답자의 지식, 기술, 능력, 성격을 측

정하는 검사도구이다(Clevenger, Pereira, Wiechmann, Schmitt, &

Harvey, 2001).

상황판단 검사는 1920년대의 사회적 지능검사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

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제작

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직무관련 종속변수들(예. 직무성과, 대인관계능

력 등)과 높은 기준관련 타당도를 보이는 실효성 있는 검사도구임이 증

명되었다(McDaniel et al., 2001). 더불어 일반정신능력 검사를 포함한 다

양한 능력검사에서 보고된 인종별,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에 비하

여 상황판단검사에서는 인종별,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 차이가 전반적으

로 작게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불리효과(Adverse

impact)가 작은 검사도구이다(McDaniel et al., 2001).

상황판단검사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기준관련타당도를 가진 검사 도

구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성격검사도구

개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상황판단검사가 구체적으로 어

떤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판단검사는 본래 조직현장의 선별과정에서 활용되

어진 검사도구인만큼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구성개념 타당도보다

는 준거타당도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McDaniel et al., 2001). 즉 상황판

단검사는 내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가정 없이, 개인의 특정 직무상황에

대한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만 주력해온 것

이다(Christian MS et al., 2010).

하지만 상황판단검사를 성격검사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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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상황판단검사가 구체적

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상황판단검사가 가진 가능

성을 고려할 때, 성격검사도구로서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상황판단검사를 성격검사도구로서 활용하

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NEO PI-R과 준수한 상관관계

(0.41~0.70)를 보이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상황판단검사가 특정 성격특

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Mussel P,

Gatzka, Hewig J, 2016, Olaru, G et al., 2019).

연구자들은 상황판단검사를 성격검사도구로서 활용할 경우, 시나리오

를 통해 연구자가 상황 요인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황에 따른 Within-Person

Variability를 이해할 수 있는 전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상

황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상황요인에 의해 크게 결정되어지는 것인지,

혹은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지(Mischel & Shoda, 1995),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이러한 변화가 임

의의 변동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황판단검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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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판단검사를 통한 성격검사도구 개발

Campion, M. C. & Ployhart, R. E.(2013)는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

격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상황판단검사를 통한 성격검

사도구개발 연구들은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Mussel P, Gatzka, Hewig J, 2016, Olaru, G et al., 2019). 본 연구는 상

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 즉 상

황요인과 특성요인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Campion, M. C. & Ployhart, R. E.(2013)를 비롯한 기타 연구자들

(Lievens, F., 2017)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해당조건들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해당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1)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는 반드시 상

황과 특성의 쌍방향적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모델로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2)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의 시나리오는

상황분류이론(situational taxonomy)을 바탕으로 검사도구 개발 이

전에 분류되어져야 한다.

3) 선택지는 특성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4)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기존의 특성이론과 상황주의가 독자적으로 연구

를 진행한 것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기존의 연구

들의 경우 각자의 진영의 요인을 핵심 변인으로 두고, 다른 진영의 요인

을 조절 변수로서 여기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예를 들어 특성이

론의 경우, 특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며, 상황요인은 조절

변인으로서 특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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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특성 요

인과 상황요인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bi-factor model,

MTMM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상황요인과 특성요인이 행동에 미치는 쌍

방향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은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특성을 측정하고

자 하는 핵심 목표인 상황에 따른 특성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과 관

련된다(Dalal et al., 2015; Huang and Ryan., 2011). 즉 사전에 연구자가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요인을 선별하고, 이에 따라 시

나리오를 분류하여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의 특성수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

특성을 측정하고자 했던 연구(Mussel P, Gatzka, Hewig J, 2016, Olaru,

G et al., 2019)들에서 대표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다음 조건을 핵심조건으로 생각하여, Murtha et al(1996)의 상황분

류이론(Situational Taxonomy)에서 제시된 핵심 상황 요소 3가지1)를 바

탕으로 외향성 관련 경험사례를 분석하여 상황적 단서(domain : 직장/일

상, object : 지위 유/무)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박

사2, 석사3)의 도움을 받아 선택지와 시나리오의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

으며,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1)valence : 상황이 야기하는 전반적인 정서

domain :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

object : 상황의 주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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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상황판단검사를 활용하여 상황 요인과 외향성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지 탐색적으

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reswell과 Clark(2007)이 제시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s) 중 탐색설계

(explanaotory design)를 채택하였다. 탐색설계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있

으며, 1단계에서 질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2단계에서 양적자료를 수

집, 분석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상황판단검사 개발에서 시나리오를 작성

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주요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을

통하여 20~30대의 참여자가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외향성과 관련된

경험사례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외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상황적 단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상황적 단서를 반영한 외향성 성격검사도구를 개

발한 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설계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연구 1> → <연구 2>

주요

사건

기법

질적자료

분석

상황적

단서 확인

양적

검사도구

개발

양적자료

수집

(설문조사)

양적자료

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전체결과

추론

그림 2.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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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개발

본 연구는 상황판단검사를 활용하여 상황요인과 외향성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상황판단검

사는 결정을 요하는 갈등상황을 기술하는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반응행

동을 담은 선택지로 구성된다. 따라서 외향성 상황판단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나리오와 선택지를 제작하기 위한 질적 자료 수집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사건기법을 활용하여 외향성과

관련된 경험사례를 추출하였다. 이후 수집한 경험사례를 탐색하여 외향

적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적 단서를 추출하는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상황적 단서를 기준으로 경험사례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경

험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와 선택지를 제작하여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문항을 개발하였고, 문항의 시나리오와 선택지가 외향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적으로 상황판단검사를 통한 외향성 성격검사도구 개발 과정은 외향성과

관련된 경험사례 추출(1단계) -> 상황판단검사 문항의 시나리오와 선택

지 작성 및 채점방식 선택(2단계) -> 시나리오에 대한 질적 탐색을 통

해 상황적 단서 확인 및 분류(3단계) -> 전문가를 통한 문항 시나리오

및 선택지의 내용타당도 확인(4단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1. 연구 참여자

외향성 상황판단검사의 시나리오와 선택지를 제작하기 위해 20~30대

참여자 14명을 대상으로 외향성과 관련된 경험사례 추출을 위한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그룹단위로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에 속한

인원은 4명, 4명, 4명,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를 20~30대로 한정한 까닭은 상황판단검사가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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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만큼 응답자가 해당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척도

의 타당성과 직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할

경우 상황에 세대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되어 문항의 타당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면접 참여자 일반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직업

1 남 29 직장인

2 남 29 직장인

3 남 29 대학생

4 남 29 직장인

5 남 29 대학생

6 남 29 직장인

7 여 26 직장인

8 남 27 대학생

9 남 27 직장인

10 남 27 직장인

11 남 28 대학생

12 남 28 대학생

13 남 35 직장인

14 여 27 직장인

전체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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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및 자료처리

1단계는 외향성 상황판단검사의 시나리오와 선택지를 제작하기 위해

외향성과 관련된 경험사례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이는 신뢰성 상황판단

검사를 제작한 기존 연구(Olaru, G et al., 2019)의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

다. 선정된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림 3>에 제시된 외향성에 대한 설명

(노안영, 강영신, 2003)을 읽도록 한 후, “당신 또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

람 가운데 앞서 살펴본 외향성을 보인/보이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선택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참

여자들로 하여금 타 참여자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외향적인 사람

이라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 대해서 응답하도

록 하였다. 더불어 왜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지, 그러한 행동이 왜 외향

적/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최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

다.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였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추출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와 선택지를

구성하여 최종 문항과, 채점기준을 선정하였다. 상황판단검사의 채점기준

에는 여러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외향성 선택지 점수와 내향성

선택지 점수의 차를 통해 채점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문항의 시나리오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상황

적 단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Murtha et al(1996)의 상황분류 이론을 바

탕으로 3가지 핵심 상황 요소인 valence, domain, object를 중심으로 시

나리오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속독하여 핵심이 되는 상황적 단서를 추출하

고 이를 통해 시나리오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1~3단계를 거쳐 작성한 문항의 시나리오와

선택지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

는 동료 연구자 5인의 도움을 통해 문항의 타당성과 관련된 핵심 질문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시나리오는 외향성과 관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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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택지는 외향성/내향성과 관련되어 있는가?

3)두 개의 선택지 모두 선택 가능한가?

외향성

친근함

외향적인 사람은 처음만나는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하고

어울리며, 빠른 시간 안에 깊게 친해진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며,

새로운 인간관계에 적극적이지 않다.

사교성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고 긍정 정서를 경험한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

불편하고, 이들과 친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있는 것을 선호한다.

자기주장성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때로는 자신이 상황이나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지배하려는 성향까지 보인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일을 추진하는데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이 적고,

참여하거나 발언하는 일이 적은 편이다.

활동성

외향적인 사람은 왕성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것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한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여유를 가지면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한다.

흥분 추구

외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나 흥분거리를 좋아하고,

모험심과 체험욕이 강하다. 정형화 되어 있는 일보다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자극적이지 않은 생활과 패턴을 좋아한다.

긍정적 정서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겉으로 잘

드러낸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행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긍정정서를

밖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림 3. 외향성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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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타당화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외향성 상황판

단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

저 신뢰도 및 문항적합성 확인을 위해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외향성 상황판단검사가 상황요인과 특성요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bi-factor model과 MTMM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 마지막으로 외향성 상황판단검사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확

인하기 위해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와 BFI-K를 통해 측정한 BIG

FIVE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외향성 상황판단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양적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Qualtrics를 활용하여 20~3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80명의 참여자가 설

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4명의 참여자가 불성실한 응답으로 제외

되어 총 7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에 응한 참여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

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연구 1>을 통해 구성한 상황판단검사 문항은 총 24문항이며, 친근

함, 자기주장성이라는 두 개의 외향성 하위 특성요인과 직업/일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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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라는 두 개의 상황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여자는 각 시나리오

에 제시된 상황을 읽고, 해당상황에서 선택지에 제시된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은지에 대해 5점 기준(1점: 확실히 하지 않을 것임 ~ 5점: 확실

히 할 것임)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확인을 위해 BFI-K를 같이 측정하

였다. BFI-K는 총 44문항이며, 외향성 8문항, 친화성 9문항, 성실성 9문

항, 정서적 안정성 8문항, 개방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여자는 질

문에 대해 평소 성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기준(1점: 가장 그렇

지 않다. ~ 5점: 가장 그렇다.)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2. 설문 참여자 특성

분류 구분 인원

성별
남 55

여 21

연령
20대 이상 30대 미만 39

30대 이상 37

직장 경험 유무
유 61

무 15

근속 년수

1년 미만 4

1년 이상~2년 미만 17

2년 이상~1년 미만 11

2년 이상~3년 미만 7

3년 이상~4년 미만 8

4년 이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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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Mplus 7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문항적합성 검증을 통해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는 분석을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여 이상

이 존재하는 문항을 선별하여 제거하였다. 더불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를 확인하

여,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문항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는 MTMM 분석과 bi-factor model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두 개의 특성요인(친근함, 자기주장성)과 두 개의 상황요인(직업/

일상, 지위 유/무)이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문항에 제대로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MTMM 분석은 2개 이상의 특성을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도

출한 multitrait-multimethod matrix룰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어지는 분석

방법이다(김수영, 2016). MTMM 분석과정에서 문항은 content factor와

method factor에 각각 요인부하량을 갖게 되는데, content factor는 응답

자가 가진 특성이며, method factor는 문항 자체가 가진 특성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경우 각각의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문항은 특성요인과 상

황요인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성요인은 응답자가 가진 특성을,

상황은 문항이 가진 특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MTMM의 content

factor와 method factor에 각각 대응되는 특성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bi-factor model은 한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부하량

을 갖는 경우 활용되어지는 분석방법으로, 각각의 문항들이 하나의

general factor와 group factor에 영향을 받는 경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 분석 방법으로 이와 같은 MTMM과 bi-factor model을

선택한 까닭은 Campion, M. C. & Ployhart, R. E.(2013)가 제시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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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조건(“상황과 특성의 쌍방향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구현해야

한다.”)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험사례를 질적 분석하여 도출한 2개의 특성요인(친근

함, 자기주장성)과, 4개의 상황요인(직업/일상, 지위 유/무)을 바탕으로

<그림 4>, <그림 5>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각 모형의 명칭은 상황

요인을 기준으로 직업/일상 모형, 지위 유/무 모형으로 지칭하였다. 그림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모형에서 문항은 특성요인과 상황요인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과

특성의 쌍방향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상황요인과 특성요인

양쪽 요인 모두의 부하량을 확인할 수 있는 bi-factor model과 MTMM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향성 상황판단검사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와 BFI-K를 통해 측정한 BIG

FIVE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BFI-K의 외향성 점수와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통

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BFI-K를 통해 측정한 BIG FIVE 가운

데 외향성을 제외한 4가지 성격특성의 점수와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함으로써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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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업/일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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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위 유/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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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연구 1>에서는 상황에 따른 외향성 수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외향성 상황판단검사를 만들기 위해 주요사건기법을 통해 외향성과 관련

된 경험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상황적 단서를 추출

하고, 최종적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전문가를 통해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문항에 대해 문항적

합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이 연구자가 설정한 상황요인과 특성요

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와 BFI-K를

통해 측정한 BIG FIVE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연구 1.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개발

1. 시나리오 및 선택지 문항 개발

시나리오 및 선택지 문항 개발을 위해 총 14명의 20~30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각각 4, 4, 4, 2명씩 4 그룹을 이루어 진

행되었다. 면담시간은 그룹 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

었다.

먼저 시나리오 문항 개발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를 추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한 참여자가 외향성 관련 경험사례를 얘

기하면 연구자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여 답

변을 유도하였고, 한 참여자의 응답이후 다른 참여자들에게 비슷한 사례

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유도하여 비슷한 상황들을 모으고자 하였다. 이

와 같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78개의 외향성과 관련된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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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선택지 문항의 경우, 면접 도중 한 참여자가 보고한 사례에

대해서 연구자가 타 참여자에게 외향적/내향적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

했을 것 같은지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 가능한 선택지들을 수집하

였다. 이를 통해 각 시나리오마다 외향성 선택지, 내향성 선택지 각각 하

나씩을 작성하였다. 각각의 선택지는 해당상황에서 외향적, 내향적인 사

람이 보일 것 같은 가장 두드러진 행동을 기술하였다.

앞선 과정을 통해 수집한 시나리오와 선택지를 바탕으로 외향성 상황

판단검사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은 외향적 행동과 내향적 행동 중 선

택을 요하는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외향적 반응행동과 내

향적 반응행동을 기술한 2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져있다. 각 문항에서

참여자는 외향성 선택지와 내향성 선택지에 본인이 해당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은지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평가하도록 요구 받게 된다.

채점 방식으로는 외향성 선택지 점수와 내향성 선택지 점수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두 선택지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경우, 상쇄로 인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였을 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기 어렵도록 구성함으로

써 두 선택지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이 어느 정도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

다.

2. 탐색적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분류

시나리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특

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외향성의 6가지 하위 특성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대부

분의 시나리오가 친근함과 자기주장성을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따

라서 친근함과 자기주장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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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상황적 단서에 따른 시나리오 분류를 수행하였다. 이는

Murtha et al(1996)의 상황분류이론(Situational Taxonomy)에서 제시된

핵심 상황 요소 3가지, valence, domain, objec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시나리오가 직업/일상이라는 domain과 상호작용 대

상자의 지위 유/무라는 object에 따라 분류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요한 상황적 단서로, 직업/일상, 지위 유/무를 선택하였으며, 이

를 통해 시나리오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분류를 통해

기존의 78개의 시나리오에서 34개의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외

향성 상황판단검사 34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특성요인과 상황적 단

서에 따른 구분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요인에 따른 문항 구분

특성요인 문항수 domain 문항수 object 문항수

친근함 18문항

직업 6문항

지위 유 3문항

지위 무 3문항

일상 13문항

지위 유 6문항

지위 무 7문항

자기주장성 16문항

직업 8문항

지위 유 5문항

지위 무 4문항

일상 9문항

지위 유 3문항

지위 무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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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를 통한 문항의 내용타당도 확인

<연구 1>의 1단계~3단계를 통해 제작한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34 문

항에 대해 내용타당도 확인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석사 3명, 박사 2

명, 총 5명의 동료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항의 시나리오와 선택지가

외향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시나리오가 특정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강요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더불어 표현이 어렵거나 정확하지 않

은 문항, 적절한 낱말을 사용하지 않은 문항,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

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문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4문항의

외향성 상황판단검사를 제작하였다.

표 4. 최초 문항 구성 내용

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곤함을 느낀 당신

은 차를 한잔 마시며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휴게실로 향했습

니다. 휴게실 앞에 도착하여 안을 살펴보니 과장님이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휴게실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과장님과 대화를 한다.

b)자리로 돌아간 후 휴게실이 빌 때 다시 돌아온다.

친근함 직업
지위

유

2

당신은 1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당신의 부서는 경력직 사원

을 모집했고, 5년차 경력 지원자를 대리로 채용했습니다. 업무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겸 휴게실로 향하던 당신은 이번에

채용된 대리님이 휴게실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았

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휴게실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한다.

b)자리로 돌아간 후 휴게실이 빌 때 다시 돌아온다.

친근함 직업
지위

유

3

당신은 2년차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부서에 신입사원이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일과 중 당신은 부서를 돌며 인사를 하

는 신입사원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처럼 업

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당신은 신입사원이 퇴근하는 모습

을 보았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

마나 할 것 같습니까?

친근함 직업
지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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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입사원에게 인사를 건네며, 같이 퇴근을 한다.

b)혼자 퇴근한다.

4

당신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맡은

업무를 하다 보니 본인의 업무파트는 아니지만 다른 파트의 점

원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들르던 차에 당신은 화장실에서 해당 점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

니까?

a)인사를 건넨다.

b)지나친다.

친근함 직업
지위

무

5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

를 진행하던 중,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해당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 친구가 생각이

났고, 해당 친구에게 연락할 경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친구는 과거에는 친했지만

언젠가부터 연락을 하지 않아 오랜 시간 서로 연락을 하지 않

은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

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친구에게 연락한다.

b)다른 방법을 생각한다.

친근함 직업
지위

무

6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중 당신은 기존의 업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상사를 설득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상사에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b)기존의 방식대로 수행한다.

자기

주장성
직업

지위

유

7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당신은 금요일 저녁 친구와 만나기로 선

약을 잡았고, 만약 야근을 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었고 지시받은 업

무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퇴근을 하려는 당신에게 상사가 새로

운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현 상황에서 급박한 업

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

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상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친구와 만나러 간다.

b)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야근을 한다.

자기

주장성
직업

지위

유

8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평소처럼 근무하던 중 최근 들

어 당신에 대한 주변 사원들의 태도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휴게실을 지나가던 중 당신은 우연히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 대

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당신

에 대한 오해가 회사 내에 퍼져 다른 사원들이 당신과 일하기

자기

주장성
직업

지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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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

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이 오해임을 설명한다.

b)침묵한다.

9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 받고 있으며, 각 부서마다 최소 하나의 아이

디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부장님은 당신과 당신

의 동기들에게 팀을 꾸려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

금 당신은 당신의 동기들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

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b)다른 팀원의 의견을 따른다.

자기

주장성
직업

지위

무

10

당신은 하반기 신입 공채에 합격하여 회사가 진행하는 연수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원 프로그램은 팀 단위로 주어

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은

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팀원들과 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어색해하며 적극적으로 미팅에 임하지는 않고 있

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

마나 할 것 같습니까?

a)먼저 의견을 제시하며 대화의 물꼬를 튼다.

b)다른 팀원이 먼저 말할 때까지 일단 기다린다.

자기

주장성
직업

지위

무

11

당신은 대학생이며, 기타 동아리에 일원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동아리에서 매년 진행하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과거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졸업한 선배를 비롯하여, 평소 바빠 얼굴을 거

의 보지 못하는 동아리원들까지 모두 모임에 참가하여 왁자지

껄한 분위기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모임에 참석한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한다.

b)평소 같이 활동하는 동아리원들하고만 대화를 한다.

친근함 일상
지위

유

12

주말 오후 당신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고,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선배가 있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술자리에 참석한다.

b)적당한 핑계를 대어 참석하지 않는다.

친근함 일상
지위

유

13

당신은 대학생입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전에

수강했던 수업의 교수님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

았습니다. 해당 수업의 경우 대형 강의였기 때문에 교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친근함 일상
지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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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다가가 인사를 드린다.

b)지나친다.

14

토요일 오후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마땅히 약속도 없

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던 중 예전에 친하게 지냈지만, 연락이

서로 끊겨 얼굴을 본지 꽤 된 친구로부터 오늘 시간이 된다면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

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는다.

b)적당한 핑계를 대어 만나지 않는다.

친근함 일상
지위

무

15

당신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당신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평소 자주

마주치던 같은 동 주민과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주민에게 인사를 건넨다.

b)모른 척 한다.

친근함 일상
지위

무

16

당신은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실에 있습니다. 면접을 마

친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당신은 대기실에서

보았던 다른 지원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다른 지원자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인사를 건넨다.

b)모른 척 하고 지나간다.

친근함 일상
지위

무

17

당신은 해외여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던 중 한국어

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당신과 같

은 또래로 보이는 한국 여행객 2명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다가가 한국인인지 물어보며, 대화를 건다.

b)그냥 지나치고 관광을 계속한다.

친근함 일상
지위

무

18

당신은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과에

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등교 첫날

과방을 방문한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친해졌는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동기들과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해당 상황에

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상황을 보아 인사를 건네며, 대화를 한다.

b)대화를 먼저 걸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친근함 일상
지위

무

19

당신은 대학생입니다. 당신은 친한 선배와 함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업에는 조별과제가 있어 당신은 친한 선배

와 같이 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조별과제를 진행하던 중 계

획한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선배가 맡은 자료조사 부

분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자기

주장성
일상

지위

유



- 33 -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선배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본다.

b)선배가 제출할 때까지 기다린다.

20

당신은 편입을 통해 원하던 대학의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당신

의 학교에는 학번제가 있어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당

신에게 반말을 하고 당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선배들에게 항의한다.

b)참고 넘어간다.

자기

주장성
일상

지위

유

21

당신은 대학생이며, 봉사 동아리의 일원입니다. 당신이 속한 봉

사 동아리는 곧 있을 학교 축제에서 동아리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 다같이

모여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b)동아리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따른다.

자기

주장성
일상

지위

무

22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방학 중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

행지를 선정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

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당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말한다.

b)친구들이 정한 여행지를 따른다.

자기

주장성
일상

지위

무

23

당신은 옷을 사기 위해 옷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무엇을 살지

고민 중인 당신에게 종업원이 다가와 옷을 추천했고, 당신은

추천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옷의 색깔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떨떠름해 하고 있는 당신에게 종업원은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종업원에게 다른 색깔은 없는지 물어본다.

b)종업원이 추천한 옷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른 옷을

보겠다며 상황을 피한다.

자기

주장성
일상

지위

무

24

당신은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에 참가했습니다. 스

터디에서 함께 다룰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

고, 당신은 평소 생각해두었던 교재와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한 스터디원이 당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

고, 다른 스터디원들도 이에 긍정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해당

스터디원이 제시한 교재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입

니다. 해당 상황에서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a)당신이 생각한 교재와 강의를 스터디원들에게 제안한다.

b)해당 스터디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본인이 생각한 것은 개인

적으로 하도록 한다.

자기

주장성
일상

지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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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타당화

1. 문항적합성 분석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문항

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문항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를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하여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엄한주(1996)에 따르면 5점 리커트 척도의 정상분포를 기준으로, 왜도와

첨도가 ±2 이상인 문항은 부적합한 문항으로서 제거해야 한다. 이와 같

은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진 최초 문항에서

24번 문항이 첨도가 2.34로 ±2를 초과하여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후 추

가적인 분석은 총 23문항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다음으로는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를 확인하는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신뢰도가 전체 신뢰

도보다 커질 경우 문항을 삭제할 것이 권고된다. 분석 결과 신뢰도 분석

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89로 양호하였으며, 문항제거 시 전체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2. SJT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1)확인적 요인분석

외향성 상황판단검사의 문항들이 연구자가 의도한 두 개의 특성 요인

(친근함, 자기주장성)과 두 개의 상황 요인(직업/일상, 상급자/비상급자)

에 의해 쌍방향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분석에서

제시한 두 모형(직업/일상 모형, 지위 유/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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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식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 변수의 분산을

1로 고정하였고, 추정 방식으로는 ML(Maximul Likelihood Estimation)

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적합도 지수로는

RMSEA, TLI, CFI, SRMR를 활용하였다.

먼저, 두 개의 특성요인(친근함, 자기주장성)과 직업/일상 상황요인을

반영한 SJT 모형(2 특성요인 & 직업/일상 상황요인 모형)에 대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RMSEA(0.083), CFI(0.821),

TLI(0.779), SRMR(0.089)로 모형적합도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게 나타났

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문항 선별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해당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부록 1>에 기

재하였다.

다음으로 두 개의 특성요인(친근함, 자기주장성)과 지위 유/무 상황요

인을 반영한 SJT 모형(2 특성요인 & 지위 유/무 상황요인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오차분산이 음수로 나타나는

Heywood case가 발생하여 모형적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MTMM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Empirically

unidentified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각 요인 간의 상관이 높

게 존재하여 변별타당도가 낮거나, 각 요인의 부하량이 상당부분 일치하

고 있는 경우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당 모형에서 발생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지위 유/무 상황요인만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

였다. 분석 결과 두 요인 간의 상관은 0.882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으며

(  ), 따라서 두 요인 간 낮은 변별타당도가 Heywood case의 원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위 유/무를 지위라는 하

나의 요인으로 통합한 모형(2 특성요인 & 지위 상황요인 모형)을 재구

성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RMSEA(0.085), CFI(0.810), TLI(0.768), SRMR(0.089)로 모형적합도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문항 선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

다. 해당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부록 2>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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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 선별

앞서 확인한 두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성요인과 상

황요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항들을 제거하는 문항 선별 분석

을 수행하였다.

먼저 2 특성요인 & 직업/일상 상황요인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확

인하여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였다. 제거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은 우선

적으로 특성요인 부하량이 0.3 이하인 대상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standardized unique variance가 0.7 이상이면서 동시에 상황요인의 부하

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근

본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외향성이라는 특성을 측정하는 상황판단검사

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중요하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7번, 8번, 17번, 18번, 22번 총 5문

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제거 이후 최종적으로 구성한 모형은 <그림 6>

와 같았다. 해당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5>와 같았다.

그림 6. 수정된 직업/일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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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정된 직업/일상 모형 경로계수

Standardized Estimates

Part of the

model
Variable Estimate S.E.

Est./S.E.

(test

statistic

z)

Two-Tailed

P-Valu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친근함

BY
　 　

Q1 0.479 0.036 13.21 0

Q2 0.615 0.184 3.349 0.001

Q3 0.613 0.092 6.678 0

Q4 0.674 0.082 8.253 0

Q5 0.567 0.097 5.825 0

Q11 0.737 0.136 5.436 0
Q12 0.688 0.134 5.116 0

Q13 0.807 0.103 7.839 0

Q14 0.746 0.127 5.861 0

Q15 0.535 0.123 4.345 0
Q16 0.627 0.112 5.613 0

자기주장성

BY

Q6 0.614 0.036 17.034 0
Q9 0.73 0.071 10.331 0

Q10 0.724 0.069 10.431 0

Q19 0.755 0.225 3.356 0.001

Q20 0.664 0.172 3.853 0
Q21 0.825 0.121 6.838 0

Q23 0.677 0.171 3.947 0

직업

BY
Q1 0.479 0.036 13.21 0

Q2 0.847 0.148 5.702 0

Q3 0.224 0.121 1.859 0.063

Q4 -0.101 0.122 -0.825 0.41



- 38 -

Q5 0.231 0.122 1.899 0.058

Q6 0.161 0.145 1.109 0.268

Q9 0.164 0.151 1.085 0.278

Q10 0.112 0.15 0.748 0.454

일상

BY

Q11 0.514 0.04 12.704 0

Q12 0.367 0.163 2.25 0.024

Q13 0.215 0.159 1.352 0.176
Q14 0.351 0.162 2.167 0.03

Q15 -0.154 0.161 -0.955 0.34

Q16 -0.095 0.159 -0.597 0.55

Q19 0.643 0.235 2.733 0.006
Q20 0.404 0.209 1.937 0.053

Q21 0.062 0.209 0.296 0.767

Q23 0.401 0.21 1.912 0.056

Factor

Correlation

　 　 　 　 　
자기주장성

WITH
친근함 0.68 0.089 7.669 0

직업

WITH

친근함 -0.231 0.233 -0.989 0.323
자기주장성 -0.097 0.242 -0.4 0.689

일상

WITH

친근함 -0.504 0.188 -2.676 0.007
자기주장성 -0.539 0.245 -2.199 0.028

직업 0.602 0.166 3.626 0

Standardized

Factor

Variances

(always 1)

　 　 　 　 　

Variances
친근함 1 0 999 999

자기주장성 1 0 999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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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추정치를 살펴보면 먼저 문항의 특성요인에 대한 부하량

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친근함의 평균 요인 부하량은 0.644, 자기주

장성의 평균 요인 부하량은 0.71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항의

상황요인에 대한 부하량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일

상 요인과 직업 요인 간의 상관이 0.6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나리오가 두 상황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여 참여자가 두 상황을

구분된 상황으로 지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문항 선별 이전과 이후의 직업/일상 모형의 적합도 지수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문항 선별 이후 모형 적합도는 전체적

으로 향상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직업 1 0 999 999

일상 1 0 999 999

Standardized

ItemUnique

Variances

(residuals)

Residual

Variances

Q1 0.646 0.084 7.714 0
Q2 0.146 0.167 0.873 0.383

Q3 0.638 0.096 6.612 0

Q4 0.505 0.104 4.857 0
Q5 0.686 0.096 7.172 0

Q6 0.616 0.05 12.313 0

Q9 0.464 0.094 4.923 0

Q10 0.479 0.096 5.008 0
Q11 0.574 0.099 5.811 0

Q12 0.647 0.105 6.174 0

Q13 0.478 0.095 5.016 0
Q14 0.584 0.103 5.659 0

Q15 0.606 0.108 5.637 0

Q16 0.537 0.104 5.172 0

Q19 0.54 0.129 4.175 0
Q20 0.685 0.106 6.453 0

Q21 0.371 0.091 4.056 0

Q23 0.674 0.106 6.3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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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업/일상 모형 모형적합도

모형 RMSEA CFI TLI SRMR

원 모형 0.083 0.821 0.779 0.089

문항 선별 모형 0.072 0.897 0.863 0.073

다음으로, 두 개의 특성요인(친근함, 자기주장성)과 지위 상황요인을

반영한 지위 모형에서 앞선 모형에서 진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적

합한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7번, 8번, 17번, 22

번 총 4문항이 제거되었다. 문항선별 이후 재구성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9번, 21번 문항에서 표준화된 경로계수의 값이

1이 넘는 Heywood case가 발생하였고, 두 문항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여

총 17문항을 통해 최종 모형을 구성했다. 최종 모형은 <그림 7>와 같았

으며,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7>과 같았다.

그림 7. 수정된 지위 모형



- 41 -

<표 7>지위 모형 경로계수

Standardized Estimates

Part of the

model
Variable Estimate S.E.

Est./S.E.

(test

statistic

z)

Two-Tailed

P-Valu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친근함

BY
　 　

Q1 0.463 0.037 12.487 0

Q2 0.621 0.118 5.252 0

Q3 0.578 0.084 6.872 0
Q4 0.621 0.125 4.986 0

Q5 0.544 0.088 6.197 0

Q11 0.544 0.088 6.188 0

Q12 0.524 0.09 5.804 0
Q13 0.712 0.074 9.635 0

Q14 0.597 0.085 6.978 0

Q15 0.511 0.131 3.912 0
Q16 0.627 0.113 5.531 0

Q18 0.534 0.089 5.991 0

자기주장성

BY

Q6 0.635 0.051 12.331 0

Q10 0.929 0.23 4.046 0
Q19 0.58 0.178 3.258 0.001

Q20 0.52 0.171 3.045 0.002

Q23 0.58 0.178 3.252 0.001

지위

BY

Q1 0.463 0.037 12.487 0

Q2 0.532 0.179 2.967 0.003
Q3 0.024 0.178 0.132 0.895

Q4 -0.427 0.188 -2.275 0.023

Q5 0.083 0.172 0.483 0.629

Q6 0.408 0.258 1.5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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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0.496 0.425 1.167 0.243

Q11 0.108 0.171 0.633 0.527

Q12 0.055 0.171 0.323 0.746
Q13 -0.107 0.2 -0.535 0.592

Q14 -0.062 0.183 -0.342 0.733

Q15 -0.425 0.17 -2.502 0.012
Q16 -0.352 0.189 -1.862 0.063

Q18 0.056 0.172 0.323 0.746

Q19 0.577 0.272 2.124 0.034

Q20 0.463 0.256 1.808 0.071

Q23 0.588 0.271 2.167 0.03

Factor

Correlation

　 　 　 　 　
자기주장성

WITH
친근함 0.576 0.279 2.063 0.039

지위

WITH

친근함 0.065 0.35 0.186 0.852
자기주장성 -0.555 0.284 -1.956 0.05

Standardized

Factor

Variances

(always 1)

　 　 　 　 　

Variances

친근함 1 0 999 999
자기주장성 1 0 999 999

지위 1 0 999 999

Standardized

ItemUnique

Variances

(residuals)

Residual

Variances
Q1 0.543 0.108 5.02 0

Q2 0.288 0.104 2.758 0.006

Q3 0.663 0.097 6.855 0

Q4 0.466 0.107 4.369 0
Q5 0.692 0.096 7.19 0

Q6 0.718 0.106 6.797 0

Q10 0.402 0.123 3.267 0.001

Q11 0.685 0.097 7.093 0

Q12 0.719 0.095 7.5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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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모형에서 문항의 특성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앞서 직업/일상

모형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위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1, 2, 4, 15, 19, 23번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기존의 지위 유로 분류되었던 1,

2, 19번 문항이 양수의 요인부하량을, 지위 무로 분류되었던 4, 15번 문

항이 음수의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지위 요인은 상대적으

로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대면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항 선별로 인한 지위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문항 선별 이후 지위 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향

상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표 8>지위 모형 모형적합도

모형 RMSEA CFI TLI SRMR

원 모형 0.085 0.810 0.768 0.089

문항 선별 모형 0.079 0.873 0.831 0.071

Q13 0.492 0.093 5.261 0

Q14 0.645 0.098 6.606 0

Q15 0.587 0.111 5.294 0
Q16 0.512 0.104 4.928 0

Q18 0.708 0.096 7.416 0

Q19 0.702 0.105 6.672 0
Q20 0.783 0.098 8.008 0

Q23 0.696 0.106 6.5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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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 분석

외향성 상황판단검사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외

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와 BFI-K의 BIG FIVE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표 10>과 같았다. 먼저 외향성 상황판단검사의 수

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와 BFI-K 외향성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둘 간의 상관계수는 0.48로 양호한 수

준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0.01). 다음으로 변별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해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와 외향성을 제외한 4요인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개방성과의 상관계수는 0.34(

<0.01)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외향성과 개방성이

.21(<0.05)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용할 수 있

는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외향성 상황판단검사 점수는 정서적

안정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0.26, <0.01)을 보였는데, 이는 외향성

과 정서적 안정성의 상관(-0.50, <0.05)과 동일한 양상이었다. 그 외에

요인과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BFI-K, 상황판단검사 상관계수 행렬

** <0.01, +<0.05

상황판단

검사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0.34**

성실성 0.22 -0.04

외향성 0.48** 0.21* 0.24*

친화성 0.23 -0.06 0.50** 0.23*

정서적

안정성
-0.26** 0.11 -0.50** -0.2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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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외향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황판단검사가 특성요인과 상황요인의 상호

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상황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게 나

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인 시나리오를 통한 상황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적은 표본수로 인해 추정

의 정확성이 낮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추정방법으로

ML(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표본이 클

경우 consistency하지만 표본이 작을 경우, robust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Lee, S. Y., 2007).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직업/일상 모형, 지

위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들에 대한 표준오차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들을 보이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

구에서 수행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온전히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명확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탐색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

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본 연구는 기존의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를 만드는

연구들이 소홀히 해왔던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 즉 상황 요인과 특성 요인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검사도구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ampion, M. C. &

Ployhart, R. E.(2013)를 비롯한 기타 연구자들(Lievens, F., 2017)이 제시

한 조건들을 충족시킨 문항개발 과정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한 척도를 MTMM,, bi-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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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로 구성하고,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상황요인

과 특성요인이 문항에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

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상황판단검사를 통한 성격검사도구 개발 절

차와 분석방법이 향후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성격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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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직업/일상 모형 경로계수

Standardized Estimates

Part of the

model
Variable Estimate S.E.

Est./S.E.

(test

statistic

z)

Two-Tailed

P-Valu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친근함

BY

Q1 0.459 0.03 15.116 0

Q2 0.473 0.131 3.597 0

Q3 0.566 0.087 6.508 0

Q4 0.702 0.076 9.288 0

Q5 0.543 0.089 6.078 0

Q11 0.674 0.129 5.234 0

Q12 0.627 0.112 5.578 0

Q13 0.769 0.08 9.559 0

Q14 0.664 0.103 6.426 0

Q15 0.549 0.097 5.649 0

Q16 0.65 0.086 7.538 0

Q17 0.444 0.11 4.049 0

Q18 0.565 0.105 5.355 0

자기주장성

BY

Q6 0.61 0.035 17.649 0

Q7 0.487 0.097 5.035 0

Q8 0.244 0.121 2.028 0.043

Q9 0.753 0.063 12.04 0

Q10 0.658 0.076 8.673 0

Q19 0.649 0.152 4.268 0

Q20 0.585 0.105 5.5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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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0.768 0.08 9.648 0

Q22 0.298 0.15 1.991 0.046

Q23 0.631 0.144 4.382 0

직업

BY

Q1 0.459 0.03 15.116 0

Q2 0.77 0.095 8.115 0

Q3 0.187 0.112 1.672 0.095
Q4 -0.153 0.111 -1.386 0.166

Q5 0.179 0.113 1.582 0.114

Q6 0.041 0.121 0.342 0.732
Q7 0.095 0.126 0.752 0.452

Q8 0.571 0.102 5.572 0

Q9 0.031 0.121 0.259 0.795

Q10 0.035 0.123 0.28 0.779

일상

BY

Q11 0.504 0.039 12.94 0

Q12 0.332 0.133 2.489 0.013
Q13 0.187 0.129 1.453 0.146

Q14 0.287 0.133 2.16 0.031

Q15 -0.077 0.136 -0.566 0.572

Q16 -0.115 0.129 -0.889 0.374
Q17 -0.135 0.138 -0.975 0.329

Q18 0.205 0.137 1.498 0.134

Q19 0.475 0.159 2.995 0.003
Q20 0.114 0.15 0.756 0.449

Q21 -0.154 0.137 -1.121 0.262

Q22 -0.461 0.135 -3.421 0.001

Q23 0.429 0.156 2.75 0.006

Factor

Correlation

　 　 　 　 　

자기주장성

WITH

친근함 0.633 0.088 7.2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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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WITH

JOB

WITH

JOB

WIT

H

친근함 0.013 0.212 0.06 0.952
자기주장성 0.169 0.196 0.86 0.39

일상

WITH

친근함 -0.336 0.205 -1.638 0.101
자기주장성 -0.36 0.249 -1.448 0.148

직업 0.449 0.168 2.68 0.007

Standardized

Factor

Variances

(always 1)

　 　 　 　 　

Variances
친근함 1 0 999 999
자기주장성 1 0 999 999

직업 1 0 999 999

일상 1 0 999 999

Standardized

ItemUnique

Variances

(residuals)

Residual

Variances

Q1 0.574 0.069 8.328 0

Q2 0.174 0.11 1.582 0.114
Q3 0.643 0.095 6.769 0

Q4 0.487 0.099 4.898 0

Q5 0.67 0.095 7.073 0
Q6 0.618 0.046 13.374 0

Q7 0.738 0.093 7.932 0

Q8 0.567 0.11 5.153 0

Q9 0.425 0.087 4.893 0
Q10 0.558 0.095 5.894 0

Q11 0.52 0.092 5.671 0

Q12 0.637 0.102 6.259 0

Q13 0.47 0.091 5.148 0
Q14 0.604 0.1 6.063 0

Q15 0.664 0.099 6.69 0

Q16 0.514 0.098 5.2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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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0.745 0.097 7.642 0
Q18 0.717 0.097 7.424 0

Q19 0.575 0.117 4.901 0

Q20 0.693 0.097 7.147 0

Q21 0.301 0.08 3.748 0
Q22 0.6 0.117 5.114 0

Q23 0.613 0.113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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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지위 모형 경로계수

Standardized Estimates

Part of the

model
Variable Estimate S.E.

Est./S.E.

(test

statistic

z)

Two-Tailed

P-Valu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친근함

BY
　 　

Q1 0.426 0.027 15.657 0

Q2 0.466 0.108 4.316 0

Q3 0.624 0.135 4.631 0
Q4 0.831 0.192 4.321 0

Q5 0.596 0.133 4.462 0

Q14 0.553 0.126 4.394 0

Q17 0.571 0.135 4.244 0
Q18 0.812 0.154 5.281 0

Q19 0.649 0.142 4.576 0

Q21 0.722 0.186 3.884 0

Q22 0.777 0.173 4.49 0
Q23 0.516 0.149 3.465 0.001

Q24 0.52 0.125 4.17 0

자기주장성

BY

Q7 0.631 0.051 12.341 0
Q9 0.545 0.15 3.628 0

Q11 0.237 0.139 1.701 0.089

Q12 0.848 0.179 4.738 0
Q13 0.717 0.162 4.413 0

Q26 0.451 0.145 3.113 0.002

Q27 0.566 0.15 3.764 0

Q29 0.98 0.207 4.7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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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0.553 0.155 3.557 0

Q33 0.466 0.146 3.201 0.001

지위

BY

Q1 0.426 0.027 15.657 0
Q2 0.526 0.144 3.665 0

Q3 -0.059 0.211 -0.279 0.78

Q4 -0.538 0.278 -1.936 0.053
Q5 -0.039 0.205 -0.189 0.85

Q7 0.481 0.267 1.799 0.072

Q9 0.447 0.261 1.71 0.087

Q11 0.796 0.124 6.435 0
Q12 0.634 0.38 1.67 0.095

Q13 0.582 0.325 1.79 0.074

Q14 0.072 0.191 0.377 0.706

Q17 -0.046 0.202 -0.228 0.82
Q18 -0.229 0.255 -0.897 0.37

Q19 -0.137 0.22 -0.623 0.533

Q21 -0.541 0.254 -2.128 0.033
Q22 -0.406 0.259 -1.566 0.117

Q23 -0.216 0.203 -1.066 0.286

Q24 0.107 0.184 0.583 0.56

Q26 0.592 0.216 2.737 0.006
Q27 0.566 0.263 2.148 0.032

Q29 0.525 0.442 1.189 0.234

Q31 0.173 0.275 0.63 0.529

Q33 0.589 0.222 2.648 0.008

　 　 　 　 　

Factor

Correlation

자기주장성

WITH

친근함 0.191 0.377 0.506 0.613

지위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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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함 0.493 0.294 1.675 0.094

자기주장성 -0.508 0.305 -1.667 0.096

Standardized

Factor

Variances

(always 1)

　 　 　 　 　
Variances

친근함 1 0 999 999

자기주장성 1 0 999 999

지위 1 0 999 999

Standardized

ItemUnique

Variances

(residuals)

Residual

Variances

Q1 0.458 0.075 6.145 0

Q2 0.265 0.08 3.295 0.001

Q3 0.643 0.095 6.757 0

Q4 0.46 0.1 4.594 0

Q5 0.666 0.095 7.019 0

Q7 0.679 0.098 6.956 0

Q9 0.751 0.094 8.013 0
Q11 0.501 0.101 4.945 0

Q12 0.424 0.089 4.743 0

Q13 0.571 0.097 5.896 0
Q14 0.65 0.095 6.857 0

Q17 0.698 0.094 7.393 0

Q18 0.472 0.091 5.215 0

Q19 0.648 0.096 6.746 0
Q21 0.571 0.106 5.386 0

Q22 0.542 0.1 5.443 0

Q23 0.797 0.09 8.856 0

Q24 0.663 0.095 7 0
Q26 0.717 0.096 7.505 0

Q27 0.684 0.096 7.096 0

Q29 0.287 0.086 3.33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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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0.762 0.097 7.83 0
Q33 0.715 0.095 7.486 0

Q22 0.559 0.102 5.504 0

Q23 0.807 0.086 9.393 0

Q24 0.605 0.093 6.485 0
Q26 0.709 0.093 7.655 0

Q27 0.655 0.095 6.91 0

Q29 0.315 0.084 3.76 0
Q31 0.772 0.093 8.289 0

Q33 0.737 0.088 8.3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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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personality test

reflecting situation factor:

Focusing on extroversion

Sang Jae On

Department of Psychology, Quantitative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velop personality test

using SJT(Situational Judgment Test) in personality psychology. This

is because, unlike the existing personality test, which measures only

behavioral tendency, SJT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and context in which the behavior occurred. This provides

clues to understanding within-person variability in different situations.

Despite these concerns, however, the specific procedures and

processes for developing personality test through SJT have not been

properly studied. For this reason, even the existing studies that

developed personality test through SJT are proceeding without the

important process such as situation classification.

This study performs the process of developing an extrover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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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JT. through this,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o make and

analyze SJT that measure personalit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developing personality test reflecting situation factors.

keywords : SJT, Within-Person Variability, Personality Test

Student Number : 2018-2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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