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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에 주목하여,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와 어떠한 련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이들에 한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

고,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다음으로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

모의 발달기 , 교사의 발달기  간에는 유의한 계가 있는지 살펴보

고, 부모와 교사 간 발달기 의 차이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어떠한 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는 어떠  

한 양상을 보이는가?

2-1.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부모의 발달기 (정서  성

숙, 순응, , 독립성, 학업 련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 교사의 발달기 (정서  성숙, 순응, , 독립성, 

학업 련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와 어떠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부모의 발달기 (정서  성

숙, 순응, , 독립성, 학업 련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와 교사의 발달기 (정서  성숙, 순응, , 독립성, 

학업 련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 간의 차이와 어

떠한 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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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과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4곳의 유치원

에서 만 5세 학 에 재원 인 남아 95명과 여아 97명, 총 192명의 유아

를 상으로 배려지향  도덕 단을 측정하 고, 이들의 어머니 192명과 

담임교사 13명을 상으로 유아에 한 발달기 를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 SPSS 23.0 로그램에서 기술통계분석, 

Cronbach’s α, 응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Pearson의 률상 분석

을 사용하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체로 1수 에서 1.5수

에 해당하 다. 1수 에 해당하는 유아는 배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타인에 한 책임감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순 에 두어 의사결정을 했다. 1.5수 에 해당하는 유아는 타인에 

해 보 인 수 에서의 책임감을 느 기 때문에 딜 마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욕구와 타인에 한 책임감이 립하는 갈등 양상

을 보 다. 배려의 상을 해 자신의 욕구를 무조건 희생하는 습

인 선을 지향하는 2수 의 유아와 자신과 타인을 모두 배려의 상으로 

포함하는 3수 의 유아는 소수에 불과해서, 체로 만 5세 유아는 1수

에서 1.5수 에 해당하는 배려지향  도덕 단을 보 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른 배려지향  도덕 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부모와 교사는 만 5세 유아의 에 해 가장 높은 발달기

를 보이는 반면, 정서  성숙에 해서는 상 으로 가장 낮은 발달기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에 한 발달기 는 반 으

로 교사의 발달기 가 부모의 발달기 보다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발달기 의 차이는 정서  성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하 범주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부모의 발달기 와 유의한 계

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사의 발달기 와는 부분 으로 유의한 계를 보

다. 교사의 발달기  하 범주  학업 련기술에 한 발달기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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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술에 한 발달기 , 정서  성숙에 한 발달기 에서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유의한 계가 나타났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

덕 단은 학업 련기술  사회  기술에 한 발달기 와 부  상 을 

보 고, 정서  성숙에 한 교사의 발달기 와는 정  상 을 보 다. 

넷째,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간의 차이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간의 차이가 클수

록 유아의 체 배려지향  도덕 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밝히고,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에 따라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어떠한지

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향상을 해 양육의 

주체인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해 가져야 할 기 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해 구체 인 제언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 부모의 발달

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간의 차이가 을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와 교사의 일 된 발달기

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 냈

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배려지향  도덕 단, 유아, 어머니의 발달기 , 교사의 발달기

학  번 : 2014-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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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인간의 올바른 인성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  소양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 의결

을 통과하면서 인성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의무화 되었다. 이러한 

상은 인간의 바른 인성 형성을 한 국가  노력이 사회 반에 확산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 효도, 정직, 책임, 존 , 배려, 소통, 동 

등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인성의 

여러 덕목들 에서도 배려는 , 효도, 존  등의 덕목들을 실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교육부, 2015). 그 기 때문에 타인을 존 하고 

인정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이를 극 으로 수용하려는 배려의 

태도를 일상에서의 화를 통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인성

교육의 궁극 인 목표이기도 하다(김동일 외, 2015; 박 진, 김숙자, 

2012; Noddings, 1997). 더욱이 인간은 배려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하

고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Noddings, 1988), 인간이 인간답

기 해서 배려의 인성 덕목을 내재화하는 것이 요하다.

Gilligan(1982)은 배려를 배려지향  도덕성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엮여

있는 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한 개인의 헌신이라고 정의하 다. 

한 그는 올바른 배려는 자아에 한 심과 타인에 한 심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Noddings(1988)는 배려란 타인

을 돌보고 싶고 타인으로부터 돌 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하 다. 

문용린 외(2011)는 배려란 타인에게 심을 가지고 그의 입장을 고려하

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덕목이라고 하 다. 즉, 배

려지향  도덕 단은 배려를 지향하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하며, 타인과

의 사회 인 상호작용에서 직면하게 되는 일련의 딜 마 상황에서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된다. 

배려지향  도덕 단은 친사회  능력을 비롯한 사회인지발달과 련

이 깊으며, 조망수용능력, 정의추론, 언어지능과 기 처능력과도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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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Pratt, Skoe, & Arnold, 2004). 한 친사회  행동, 자아존 감, 공

동체의식에도 계가 나타난다(이연수, 2014; 박찬옥, 황지 , 2012). 배려

지향 인 아동은 일상의 딜 마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보다는 계를 고

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Skoe, Hansen, Morch, Bakke, 

Hoffmann, Larsen, & Aasheim, 1999; Skoe, & Gooden, 1993), 사회  인

간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배려지향  도덕 단은 매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생애  에서 발달  가소성이 가장 큰 유아기의 배려지향  도

덕 단 연구는 유아기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 한 발달  시사 과 교육

 방법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유아를 상으로 배려지향  도덕 단에 해 살펴보았

지만(명승화, 2008; 아정, 2011), 연구의 방향성이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을 규명하는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

로 유아를 한 배려지향  도덕 단에 해 보다 다양한 근에서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공교육에 진학하기 직 의 시

기이므로 등학교에서의 응과 원만한 계형성을 해 요구되는 배려

지향  도덕 단이 만 5세 유아의 시기에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어떠

한 변인과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실시되었던 배려 련 선행 연구(이연수, 

2014; Skoe, & Gooden, 1993; Skoe, Hansen, Morch, Bakke, Hoffmann, 

Larsen, & Aasheim, 1999)를 살펴보면,  부분의 연구들이 배려지향  

도덕 단과 발달  잠재변수인 조망수용능력, 지능, 자아정체감 등과의 

계성을 검토하 다. 배려지향  도덕 단과 잠재변수들 간의 계성 

연구는 배려지향  도덕 단에 한 요성을 부각하는데 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과 련된 교육  방법론을 논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을 한 

교육  시사 을 제공하기 해서는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 으로 배려지향  도덕 단은 환경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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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타고난 생물학  본능이라기보다는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Gilligan, 

1987; Gilligan, & Attanucci, 1988; Gilligan, Johnson, & Cohen, 2006; 

Scotching, Skoe, & Marcia, 1994). Stub(2013)은 인간이 타인을 돕는 과정

에서의 정  인식은 도움의 지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이 타인을 

돕는 과정을 정 으로 생각하여 친사회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

육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유아에게 일차 인 교육환경은 가정이며 이차 인 교육환경은 유아교

육기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에게 최 로 교육  상호

작용을 경험하도록 하는 교사이고 유아교육기 의 교사는 유아가 이차

으로 교육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인 환경으로서 유아의 

교육과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 즉 부모와 교사의 교육  가치 은 

유아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와 교사의 교육신념과 같이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해 기 하는 

정도(Hess et al, 1980)를 의미하는 발달기 도 유아의 발달  잠재변수 

 하나인 배려지향  도덕 단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이들 변인들 간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모를 심으로 한 발달기  연구(강수경, 최지 , 2014; 김은아, 2013; 

정명숙, 고은미, 2007; 주동욱, 2004; Edwards-Beckett, & J, 1992; Miller, 

1995;  Miller, & Bersoff, 1992)가 비교  지속 으로 확장되고 축 되어 

온 반면, 교사의 발달기 와 련된 실증  연구는 극히 미비한 수 이

어서 교사의 발달기 와 련된 기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부모와 교사의 교육  가치 의 상호작용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정

인 향력을 고려할 때(MacFarlane, & Woolfson, 2013; Rosemberg, & 

Silva, 2009; Runions, & Shaw, 2013; Webster-Strattom, & Hammond, 

1997; Henry, 2012; Webster-Strattom, Reid, & Hammond, 2004; Weisz, 

Suwanlert, Chaiyasit, Weiss, Walter, & Anderson, 1988),  등학교 진학

을 앞둔 만 5세 유아에 해 부모와 교사가 가지는 발달기 의 차이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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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딜 마 상황에서 만 5세 유아

가 보이는 배려지향  도덕 단의 양상과 만 5세 유아에 한 부모와 교

사의 발달기   발달기 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만 5세 

유아가 보이는 배려지향  도덕 단이 부모의 발달기 , 교사의 발달기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간 차이와 어떠한 계를 보이는지 살펴

으로써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에 있어 부모  교사의 역할

에 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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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  배경이 되는 배려지향  도덕 단에 

해 살펴보고,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달기 , 교사의 

발달기 와 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이 연구의 목 과 연구문제

를 구체화 하고자 한다.

1.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과 련 요인

이 에서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련된 이론을 고찰하고,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별 특성은 어떠하며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의 련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

다.

1) 배려지향  도덕성의 이론  배경

배려지향  도덕 단의 논의는 배려지향  도덕성에서 시작된다. 도덕

성 발달 이론을 표하는 것은 도덕  단의 측면에 해당하는 인지발달

이론으로 Piaget(1965)의 이론이 표 이다. Piaget는 규칙이나 정의, 의

도성에 한 이해, 벌에 한 태도 등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도덕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율  도덕성(heteronomous morality)에서 자율  도

덕성(autonoumous morality)으로 발달한다고 하 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아동은 탈 심화가 되고, 타인 조망 수용능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러한 인지  성숙이 이루어지면 차 으로 도덕성의 단계가 타율  도

덕성에서 자율  도덕성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후 의 학자들은 실증  

연구를 통해 실제로 나이든 아동이 어린 아동에 비해 자율  도덕성을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밝 냄으로써 그의 이론을 타당화하 다(Jose, 

1990; Lapsle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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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의 인지  도덕성 이론을 발달시킨 Kohlberg(1969)도 도덕성 발

달의 각 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인지능력이 요구된다고 하 다 Kohlberg

는 아동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상 인 딜 마 상황을 피험자에게 제

시하고 피험자의 반응 양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도덕성 발달 수 을 3수

 6단계로 구분하 다. Kohlberg는 Piaget와 마찬가지로 도덕성 발달의 

각 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인지능력이 요구된다고 하 다. 즉, 아동의 인

지발달 수 에 따라 도덕성의 발달이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인지  성숙과 도덕  성숙의 계를 제시한 Kohlberg는 Piaget의 도

덕성 발달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며(Kohlberg, 1976), 도덕성 발달 연구

의 체계화에 기여하 다. 하지만 Kohlberg는 도덕  사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 고 도덕  행동과 도덕  정서의 측면은 경시했다는 비 을 받

기도 하 다(Colby, & Damon, 2010; Kurtines, Gewirtz, & Lamb, 2014).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따르면, 인 계를 시하고 다른 사람

을 도와주는 것을 도덕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3단계에 해당한다. 이

는 법과 규칙에 의해 인간 계를 통제하도록 하는 4단계에 비해 낮은 단

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Kohlberg의 연구에서 여성은 3단계에 속하는 경

우가 많았고, 남성은 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해 

Kohlberg와 Kramer(1969)는 도덕성 발달의 지속성에 한 연구에서 여성

들이 남성들처럼 도덕성이 발달하기 해서는 자신들의 도덕  이 

부 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 으로 남성의 활동이라 여겨지는 일

들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Kohlberg, & Kramer, 1969). 

그러나 Kohlberg의 제자 던 Gilligan(1977)은 Kohlberg의 이론에서 타

인과의 계와 배려를 시하는 가치가 법과 질서를 시하는 가치보다 

더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Kohlberg의 도덕성은 

법과 질서를 시하는 정의지향의 도덕성(morality of justice)이며 이는 

남성이 시하는 가치인 반면, 여성은 다른 사람에 한 책임감이 핵심

인 배려지향의 도덕성(morality of care)을 시하기 때문에 Kohlberg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 으로 열등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Gilligan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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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igan은 주변 사람과의 계를 시하는 배려지향의 가치는 정의지향

의 가치만큼 요하다고 주장했다(Gilligan, 1982). Gilligan의 이러한 반박

에 하여 Kohlberg는 자신이 주장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성차별 인 입장이 아니었다며 입장을 밝혔고, Kohlberg의 입장을 옹호

하는 후 의 학자들 한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분하 던 

Gilligan의 주장은 편 이라고 비 했다. Gilligan 역시도 성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에 한 입장을 철회하 으나 배려 행동 등에 성차가 있는

지에 한 연구는 지 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Kohlberg의 정의지향  

도덕성의 발달 이론이 간과한 을 Gilligan이 짚어냈다는 에서 

Gilligan과 Kohlberg의 언쟁은 도덕성 발달이론의 정교화에 공헌 이 있

다.

Gilligan의 배려지향  도덕성 이론을 체계화한 Noddings(1988)는 배려

지향의 윤리를 더욱 강조하 다. 그는 정의지향  도덕성과 배려지향  

도덕성의 동등한 가치를 추구했던 Gilligan과 달리, 배려의 가치를 정의

의 가치보다 더욱 높게 보았다. 한편 Skoe(1980)는 Gilligan의 배려지향  

도덕성의 단계를 실증 으로 연구하기 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Gilligan의 이론을 발 시켰다. Gilligan은 연구자가 여성의 

이면의 소리를 듣기 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Skoe는 이에 근거하여 배려지향  도덕성을 측정하기 

한 구조화된 인터뷰 양식을 체계화하 다. 여성의 배려지향  도덕성

의 가치를 높게 보았던 Skoe는 반에는 Gilligan의 연구와 동일하게 성

인 여성을 상으로 배려지향  도덕성을 연구하 으며, 1990년 에 이

르러서는 아동의 배려지향  도덕성에 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

하 다(Skoe, 1993). 

배려지향  도덕성은 일련의 도덕  딜 마 상황에서 어떠한 단을 

내리는지에 근거하여 수 을 구분한다. 즉, 배려지향  도덕성의 발달 

수 은 개인의 도덕  단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인지  측면의 도덕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어떠한 수 의 도덕 단 경향을 보

이는지를 살펴보면 배려지향  도덕성의 수 을 악할 수 있다. 배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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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도덕 단은 배려를 지향하는 개인의 인지 인 단 경향으로서 타

인과의 사회 인 상호작용 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일련의 딜 마 상황

에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며, 이는 곧 배려 행동으로 이어진다. 

Horberg, Oveis와 Keltner(2011)은 도덕  정서와 도덕 단의 계가 긴

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개인이 어떠한 도덕 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도덕 인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 다.  

2) 배려지향  도덕성의 발달

배려지향  도덕성은 세 가지 수 과 두 가지 과도기로 구분되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Gilligan, 1977; Skoe, 1999). 과도기에 해당하는 1.5수

과 2.5수 은 1수 에서 2수 으로 발달할 때, 2수 에서 3수 으로 

발달할 때 각각 발 되는 내  혼란의 단계이다. 이 과도기는 개인의 표

면 인 응답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자는 피험자와의 심층 인 면

담을 통해 이면의 목소리(different voice)를 밝 내야 한다(Gilligan, 

1977). 배려지향  도덕성의 각 수 에 따른 특성은 아래와 같다(곽경화, 

정옥분, 2000; 정옥분, 2003; Gilligan, 1982; Skoe, 1999). 

배려지향  도덕성의 1수 은 자기 심  배려지향의 수 이다. 이 단

계는 도덕  추론의 가장 보 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상

은 스스로의 생존에 모든 심이 집 되어있으며, 자기 심 이고 욕구

지향 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한 심이나 배려는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좇아 최종의 의사결정을 내린

다. 이 단계에서의 배려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한 배려이며, 모든 의

사결정은 실용 인 가치에 따른다. 

1.5수 은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의 환이 일어나는 수 이다. 이 단

계는 1수 에서 2수 으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이기심과 책임감의 립으로 인해 갈등을 느낀다. 이 에 

이기심에 근거하여 자신의 욕구만을 지향하 던 것에 해 반성이 나타

나기도 한다. 이는 자아와 타인 사이의 연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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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2수 은 타인 심  배려지향의 수 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다른 사

람들에 한 책임감을 요하게 생각하여 의사결정의 근거를 다른 사람

의 유익에 둔다. 배려의 상이 오직 다른 사람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자신에 해서는 희생을 하게 된다. 이 듯 상 방만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은 배려의 상에서 제외되어 인간 계의 평형상태가 괴되기도 한

다(곽경화, 2000). 이 단계에서 자기 희생을 도덕  이상으로 간주하여 

상 방에게 무조건 으로 헌신하고 순응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과 타인간

의 불평등이 유발되고 계는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배려지향  

도덕성의 최종단계로 보기가 어렵다.

2.5수 은 습 인 선에서 진실함으로의 환이 일어나는 수 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희생에 해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

에 한 책임감이 요한 만큼 자기 자신의 입장도 요하다는 것을 인

지한다. 배려의 역에 자신의 욕구를 포함하는 것이 이기 인 것인지 

더 넓은 의미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에 해 의문을 가지는 것

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계에 하여 다시 생

각하며 자기 희생의 논리를 고찰하고 선에 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다. 이 과도기의 핵심은 상 방에 해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에 한 

배려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에 있다.

3수 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고려한 배려지향의 수 이다. 이 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계에 다각 으로 을 두고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에 해 새롭게 이해하며 이기심과 책임감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 수 에 도달한 사람은 인간 계가 상호 이라는 것

을 인식하며 타인과 자아의 계에 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이기심과 

책임감 간의 립을 해소한다. 이 수 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를 수동

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며, 자신과 배려의 상을 모두 고려하여 극

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 비로소 자기 자신을 계 속의 능동  자

아로 인식하게 된다. 

배려지향  도덕성의 발달단계가 정의지향  도덕성의 발달단계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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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며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의 각 단계는 각기 다른 기 에 의

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평행의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하지 않

다. Kohlberg 이론의 경우 3수  6단계의 도덕성 발달단계를 이념 으로 

제안하 지만 실증 으로 최종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없었다. 즉,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의 최종의 단계는 이상일 뿐 존재하지 않는 

단계이다. 반면 Gilligan의 배려지향  도덕성 발달단계는 타인과 자신의 

계에 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발달의 단계이다. 그 기 때문에 

Kohlberg의 발달단계에 비해 실 이며 최종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성에 한 국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체로 1수 의 배려지향  도덕성 발달단계를 보인다(명승화, 2008; 

아정, 201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유아를 상으로 배려지향  도덕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 에피소드는 유아의 일상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장면이

었고, 측정방법은 Gilligan이 주장하 던 심도 있는 화가 아니었으며. 

코딩 한 유아의 응답의 이면을 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

라서 유아의 발달 특성과 일상생활을 고려한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유아

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iaget(1932)에 

따르면 생각과 행동은 한 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

아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배려지향의 딜 마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가 어떠한 도덕 단을 보이고 그러한 

단의 기 은 무엇인지를 살펴 으로써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

과 련 있는 배려지향  도덕 단의 양상을 구체 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3)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의 련 요인

유아의 발달은 개인의 유  특성에 따라 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환경에 따른 향력 한 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유아기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은 연령, 성별 등의 개인 인 변인뿐만 아니라 가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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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  변인으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다. 

먼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과 련된 개인  변인에는 

성별이 있다. Gilligan(1982)은 Kohlberg의 정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여

성에게 편 인 것이라고 비 하 으며, 정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이

성, 평등, 존엄성, 자율성 등과 같이 남성  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남

성에게 우세한 반면, 배려, 보호, 보살핌, 책임감 등과 같이 여성의 도덕 

단에서 나타나는 인 계  요소의 가치는 평가 하함으로써 여성의 

도덕성이 남성의 도덕성보다 낮다는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 다. 

Kohlberg와 그의 계보를 따랐던 이들은 Kohlberg의 도덕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 냈다(Walker, 

1984; Snarey, Reimer, & Kohlberg, 1985). 그러나 배려, 보호, 보살핌, 책

임감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배려지향  도덕성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에 

한 연구는 일 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Gilligan의 이론에 향을 받아 배려지향  도덕성을 연구한 이후의 학

자들은 도덕성 발달에서 여아와 남아가 보이는 성차에 하여 연구를 지

속하 다. 그  주목할 만한 연구는 Skoe의 연구이다. Skoe는 Gilligan의 

이념을 토 로 이를 산술 으로 측정하기 한 검사도구를 개발하 으

며, 이후의 연구를 통해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Skoe(1993)의 

연구에서는 배려지향  도덕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Skoe(1993)의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 유아를 상으로 배

려지향  도덕성과 성 정체감의 계를 살펴본 명승화(2008)의 연구에서

는 여성  정체감을 가진 유아는 배려지향  도덕성의 1.5수 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남성  정체감을 가진 유아는 1수 에서 더 높

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배려지향  도덕성 발달의 성차에 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불

일치하고 있다. Gilligan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배려지향  도덕성에 한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증명한 연구들(Skoe, 2010; Gilligan, langdale, 

Lyons & Murphy, 1982; Holstein, 1976)이 있는 반면,  다른 연구

(Boumrind, 1975; Hoffman, 1975; Walker, 1984)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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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려지향  도덕성에 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Jaffe와 Hyde(2000)에 따르면, 여성은 배려지향  도덕성에 근거해 도덕

 단을 내리고 남성은 정의지향  도덕성에 근거해 도덕  단을 내

린다는 은 강하게 주장되기 어렵다. 이와 동시에 최근에는 배려지향

 도덕성과 정의  도덕성이 여성과 남성의 도덕성이라는 이분법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통합 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움직임 한 

활발하다(박병춘, 1999; 조성민, 2013). 이러한 연구의 동향 속에서 도덕

성 발달의 보단계인 유아기의 배려지향  도덕성에 성차가 나타나는지

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성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가 경험을 통해 형

성되는 것인지, 생물학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가

치있다고 할 수 있다.

배려지향  도덕성 발달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학령기 이상의 

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져서 배려지향  도덕성 발달이 유아기에는 어떻

게 나타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지에 해서는 구체 으로 연구

된 바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배려지향  도덕 

단의 측정도구는 참여자 내면의 소리를 강조하 던 Gilligan의 이념을 

반 하지 못한 경향이 많다. Gilligan(1982)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배

려지향  도덕성의 수 을 악하기 해서 참여자의 이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 다. 즉, 배려지향  도덕성은 개인이 표면

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에 해 찰된 바에 근거하여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인 화를 통해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 해 

단을 내리게 된 이면 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악하여야 하는 것이

다. 이에 유아를 상으로 유아의 일상생활과 한 딜 마 상황에 

한 면 조사를 실시하여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와 면 면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방

식으로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가 보이는 배려지향  도덕 단의 양상은 부모, 형제 등 가정의 

인  환경으로부터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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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이고 수용 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엄격하고 통제 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부정  향을 미친다. 유아는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도덕 기 을 내면화하고 다른 사람에 한 배려도 하게 된다(정

옥분, 2006). 유아는 어머니와의 계 속에서 정서  안정감을 갖게 된

다. 어머니가 출근하는 시간동안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는 유아는 정서  

안정성을 제 로 발달시키지 못하고 후에 래집단과 어울리는데도 극

성을 띄지 못한다는 연구결과(Mahesh, Muthu, & Rodrigues, 2013)가 있

는 한편,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는 짧은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질 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정서  안정감에 

유익하며 이 경우에는 유아의 발달에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오히려 정

이라는 연구결과(Harrell, & Ridley, 1975)도 있다. Skoe와 동료들(2004)

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배려를 가족의 목표로 삼은 가정에서 양육된 아

동은 이후의 측정에서 배려지향  도덕 단이 더욱 높아졌다. 부모가 자

녀양육에 해 가지는 가치 이 자녀의 배려지향  도덕 단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의 발달에 해 기 하는 바와 유아기 자녀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계는 유의한 상 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실질 으로 살펴본 선

행연구는 없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

른 인  요인으로 교사를 들 수 있다. McCadden(2000)은 도덕이란 구성

원의 갈등과 합의를 통해 차 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성원 간의 역동 인 상호교류를 강조하 다. 담임교사의 특성은 유아

의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친다. 담임교사의 교육 과 유아의 친사회  

행동의 계를 밝힌 연구(이은정, 2008)에서는 교사의 교육 이 구성주의

에 가까울 때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 행동의 수 이 높게 나타났음

을 밝히며 유아의 정서  친사회성 발달에 유아를 둘러싼 인 환경이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다. 담임교사의 역량을 단하는 기 으로 흔

히 사용되는 것은 교사의 경력이다. 교사는 교직에 입문하여 경력을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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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감에 따라 심사가 달라진다(Fuller, 1969, Kats, 1972). Kats(1972)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교사의 심사를 기 으로 교사의 발달단

계를 생존기(survival stage), 강화기(consolidation stage), 갱신기(renewal 

stage), 성숙기(maturity stage)로 칭하고 교직에 응하는 과정을 단계별 

심사를 특징으로 개념화하 다. 생존기의 교사는 교직생활에 입문한지 

2년 미만의 시기에 해당하는 생존단계에서 교사는 수많은 문제를 처리하

며 자신이 교사직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해 고민을 하는데 이러한 일

상 인 교직활동이 익숙해짐에 따라 차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

며 자신만의 교육 을 가지고 유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기 때문에 

생존기 혹은 강화기에 해당하는 교사의 학 과 갱신기 혹은 성숙기에 해

당하는 교사의 교육신념은 그 양상이 다르다(이정욱, 최 남, 1999). 이상

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실에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요인으로,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 한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의 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되기 때문에 교사 변인이 유아의 배려

지향  도덕 단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2.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유아의 발달에 주된 향력을 행사하는 인  환경으로서 부모와 교사

가 있다. 이들이 어떠한 양육 과 신념  기 감을 가지고 유아를 하

는지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는 차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유아의 

발달에 해 가지는 신념  발달 기 는 요하다. 이에 이 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지 한 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의 특성에 

해 알아보고, 부모와 교사가 가지는 발달기 의 일치 여부가 유아의 

발달과 련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Hess, Kashiwagi, Azuma, Price, & Dickson(1980)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

녀의 발달에 기 하는 바는 사회·문화 으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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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발달기  질문지는 유아에 한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를 측정하는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었다. 정미조

(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문직일수록 , 언어  표 력, 

학업 련기술, 독립성 등의 사회 역에 한 발달기 의 수 이 높았다

는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다. 이는 부모의 개인  특성에 따라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한 기 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김은아

(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유아 발달기 가 자녀의 포부수 에 비해 

클수록 자녀의 일상  스트 스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자녀

에 해 지나치게 높은 발달 기 수 은 성취압력으로 작용하여 자녀를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안기 , 2001). 이는 부모와 교

사가 유아의 발달에 해 기 하는 바는 실제 유아의 발달수 을 넘어서

지 않는 범 여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와 교사간의 긴 한 력이 아동의 발달에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

은 이 부터 주장되어오고 있다(Birch, & Ladd, 1998; Bronfenbrenner, 

1979; Hestenes, Kontos, & Bryan. 1993; Ispa, Gray, & Thornburg, 1988; 

Powell, Son, File, & San, 2010). 비록 부모와 교사는 각각 개인 인 삶의 

지향 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며, 문화  기 를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Winegar, 1989; Winegar, Renninger, & Valsiner, 1989), 이 둘간의 

은 크지 않지만(Ispa, Gray, & Thornburg, 1988; Valsiner, 1989) 최근

에는 이 둘의 상호 력의 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어머니와 교사

의 유아기 발달에 한 기 와 교육목표에 한 인식을 비교한 연구(유

윤 , 2010)에서는 어머니와 교사의 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교사의 교육신념은 유아를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기 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와 교사의 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아와 한 인  환경인 부모와 교사의 

계가 어떠한지의 여부는 유아에게 안정 인 환경이 형성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의 양상과 둘 간의 차

이가 어떠하며 이는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연구해보아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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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기 와 유아 발달의 계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게 가지는 발달에 한 기  정도는 유아와의 상

호작용과정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는 궁극 으로 유아의 발달에 차

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이 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가 유아

의 발달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 부모의 발달기 와 유아 발달의 계

시 나 문화를 막론하고 부모의 역할  가장 요한 것은 자녀의 사

회화 과정에 있어서 장기간의 행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유안진, 

김연진, 1987).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양육신념과 

철학을 가진다. 한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기 에 합한 행동들

을 자녀에게 요구한다(Maccoby, 1980).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가치나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Grusec, Rudy, & Martini, 1997),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양육행동은 자녀양육에 하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이순형, 

김미정, 2004). 부모가 어떠한 양육 가치 을 가지고 자녀의 발달에 기

를 하며, 어떠한 양육의 청사진을 그리고 양육을 실천하는지에 따라 유

아의 발달에 미치는 향력이 상이할 수 있다(Birch, & Ladd, 1998; 

Hardy, Padila-Walker. & Carlo, 2011; Kim, Sherraden, Huang, & Clancy, 

2015; Kontos, 1991).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직 인 향을 주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가 가지는 문화에 한 가치

나 자녀의 발달에 한 기 , 자녀를 하는 태도 등은 양육에 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녀의 발달  행동양식에 향을 미친다(서보윤, 2005; 

Davis-Kean, 2005; Hess, & Azumal, 1991; Holloway, Reichhart-Erickson, 

1989). 즉,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해 가지는 기 는 자녀의 발달에 

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해 기 하는 바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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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이 어떠한지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의 아동을 상으

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신종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아

동을 상으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 , 일상통제가 학업성취수 에 

따라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는데, 학업

성취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 한해 부모의 발달기 는 아동의 자기결정성

에 상 으로 정 인 향을 다는 것이 밝 졌다. 박선 과 조용주

(2011)의 연구도 청소년기의 아동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모의 공감

과 청소년 자녀의 내  자기애와의 계에서 부모의 방치, 학 , 과잉

기 가 각각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았고, 부모의 과잉기 는 청소

년기의 아동의 내  자기이해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부모의 발달기 와 유아의 발달에 해 살펴본 선행연구로는 정정란

(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 발달과 부모의 발달기 에 

향을 미치는 생태학  제 변인들의 계를 분석하여, 권  있는 부모 양

육 태도가 높은 부모기 를 형성하게 하고 유아발달에 정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부모기 가 유아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주동욱, 2005; Edwards-Beckett, 1992; 

Miller, Turnbull, 1986)를 뒷받침해 다는 의의는 있다. 하지만 유아 발달

의 수를 통합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유아의 체 발달 역  어떠

한 역이 부모기 와 구체 으로 계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한계

이 있다. 

부모의 유아 발달 기 가 유아의 일상  스트 스  도덕  단력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 선행연구(김은아, 2013)에서 부모의 유아 발

달기 는 부모의 기 가 반 된 양육행동으로 발 되며 이는 자녀의 도

덕  단이나 행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가족 사

회화의 양상은 배려지향  도덕 단에 긴 한 계를 나타내며(Pratt, 

Skoe, & Arnold, 2004), 부모가 권 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의 자율

성을 장려하는 양육을 할 때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높아지는 경

향이 있다. 배려지향  도덕 단과 련요인에 한 선행연구(Juunarvi, 

2010; Juujarvu, Myyry, & Pesso, 2012; Skoe, 2010)에서 배려지향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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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유사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이타심 역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양상

에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arlo, Mestre, & Samper, 2011; 

Malti, & Vuchmann, 201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부모가 어

떠한 발달기 를 가지고 양육행동을 하며 가정의 분 기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의 부모를 상으로 자녀에 한 발달기 를 분석한 선

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발달기 의 양상에 하여 분석했을 뿐(박순이, 

심성경, 박주희, 2005; 유윤 , 2011; 안기 , 2001), 유아의 발달과 어떠

한 련이 있는지에 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즉, 부모의 발달

기 가 유아의 발달과 구체 으로 어떠한 련성을 보이는지에 해서는 

탐색된 바가 부족하다. 따라서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유아의 발달

에 해 기 하는 바가 어떠한지에 따라 특정 역에서의 유아의 발달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해 기 하는 바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는 유아의 

성장과정 동안 지속 으로 발달에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신념이 유아의 순응행동 양상  공격성 등의 사회성에 미치는 향

(이미정, 이순형, 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발달기 와 자녀의 도덕

 단력의 정  계(김은아, 2013; 김희진, 2004) 등을 고려할 때, 부

모가 가지는 발달기 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련이 있을 것

으로 측된다. 

2) 교사의 발달기 와 유아 발달의 계

아동에 한 교사의 신념이나 기 는 아동 발달의 여러 역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에 한 자아개념이나 읽기능력에 한 

교사의 기 가 높을수록 아동의 읽기능력이나 수학  능력에 한 자아

개념이 높은 수 을 나타냈다(Pesu, Viljaranta, & Aunola, 2016). 교사가 

한 수 의 기 를 보이는 것이 아동의 수학  능력, 언어  기술 등

의 증진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종단 으로 밝 지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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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hagen, 2013).

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발달이 교사의 신념, 태도, 기  등과 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는 다수 발견되지만, 유아의 발달이 교사의 발

달기 와 어떠한 련이 있는지, 특히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교

사의 발달기  간의 련성을 검토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데 교사가 유아의 도덕성 발달, 사회  능력  문제 행동 등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선행연구(김재희, 한세 , 김연화, 2007; 송진 , 김

규수, 2012; Buzzelli, 1996; Buzzelli, & Johnston, 2002; Howes, Hamilton, 

& Matheson, 1994; Klasen, Perry, & Frenzel, 2012)에 따르면, 유아의 도

덕성 발달에 미치는 교사의 향력은 분명하다. 를 들어 송진 과 김

규수(2012)에 따르면, 교사와 유아의 계는 친 할수록 친사회성과 사회

 유능성이 높고, 학 에 력 이며 래 계가 원만하다. 김재희, 한

세 , 김연화(2007)는 부모가 다른 사람에 해 사려 깊게 행동하는 모델

이 되며, 자녀 행동에 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합리  지도를 할수록 

아동의 도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교사의 발달기 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

덕 단 발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되지만 이에 해 살펴본 바는 

없다. 취원 유아가 43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교육부, 2015), 등학

교 진학 이 의 다수 유아들이 일상 의 많은 시간을 교사와 긴 한 

계를 맺고 생활함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발달기 와 유아 발달의 련성

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하게 제기된다. 즉, 교사가 가지는 유아에 

한 발달기 는 교사의 교육신념의 토 가 되며 이는 교사의 학 운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유

아의 발달에 해 기 하는 바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과 

어떠한 계를 보이는지 구체 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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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달기 , 교

사의 발달기 의 계

 Killen(1990)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도덕 단은 친근한 성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친근한 성인과의 유 감이 양호할 때 유아는 사회 으로 

반되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즉, 딜 마 상황에서 유아의 

단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유형뿐 아니라 처해있는 인 ·사회  환

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Chen, & Ispa, 1999). 아동의 배려지향

 도덕성과 가족사회화 양상의 계를 연구했던 Skoe와 동료들(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목표(parenting goals), 양육 행동(parenting 

practice), 양육 스타일(parenting style)은 아동의 배려지향  도덕성과 정

 계가 있었다. Gilligan과 동료들은 유아의 성역할 차이에 따르는 도

덕성에 한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화는 어머니와의 애착과 련이 깊다

는 것을 밝혔다(Gilligan, & Wiggins, 1987). 즉, 부모가 어떠한 가치 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유아의 취원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한국사회에서 유아 교

사가 유아의 가치  형성  발달에 미치는 향력은 부모 몫지 않게 강

조된다. 교사가 아동에게 부정 인 생각을 가질 때 교사는 아동과 부정

인 계를 형성하고 부정 인 상호작용을 한다(Bishop, Berryman, 

Wearmouth, Peter, & Clapham, 2012). 교사와 아동의 계는 학업능력에

도 향을 미친다. 교사가 아동과 정 인 계를 형성하면, 아동은 교

사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교사는 아동에게 허용 인 환경을 제공하며 

서로에게 정 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Hatti, 2009). 그 기 때문에 교

사가 바람직한 지식, 기술, 가치 을 지니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요한 항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Kimber, Skoog, & Sandell, 2013).

이 듯 유아의 가치 단에 부모와 교사가 미치는 향력은 동등하게 

요하므로(Chen, & Ispa, 1999; Peet, Powell, & O’Donnel; Pesu, 

Viljaranta, & Aunola, 2016), 양육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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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념을 가지는 것은 요하다. 부모와 교사의 일 된 교육 은 유아

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Parsons, Adler, & Kaczla, 1982; Epstein, 2001).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 간의 일 된 신념이 유아의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부분이지만 일 되지 않은 신념이 유아의 

발달에 정 이라는 연구도 있다(Gestwicki, 2004; Wright, Stegelin, & 

Hartle, 2003). 연계성이란 가정과 교육기 이 같아지려하거나 혹은 어

느 한쪽으로의 맞춤에 한 강요가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바람직

한 방향으로 조율해감을 의미한다(유윤 , 2011). 이러한 에서 부모

와 교사의 상호 력, 가정과 기 의 연계성은 유아의 발달을 정 으

로 도모하기 해서는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Chen과 Ispa(1999)는 만 4세에서 만 5세의 유아를 상으로 부모와 교

사가 각각 다른 지시를 할 때에 유아는 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를 성

별, 보육시간, 인터뷰가 진행되는 장소 등을 기 으로 살펴보았다. 유아

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장소에 따라 응답을 달리 했다. 기 에서 인터뷰

가 진행될 때는 어머니의 지시보다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

던 반면, 가정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때에는 어머니의 지시와 련이 높

았다. 이 연구는 유아가 부모와 교사의 서로 다른 지시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연구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부모와 교사의 서로 다른 

지시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차이를 살펴본 박순이와 동료들의 연구(2005)

에 따르면, 유아기의 경우에는 교사의 발달기 가 부모의 발달기  보다 

높은 양상을 보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의 

차이가 어떠한지에 해서만 살펴보았을 뿐, 이들의 발달기  차이가 유

아의 발달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하 다. 이에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각각은 유아의 발

달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간 차이도 유아의 발달과 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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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  체계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복합 인 환경으로

부터 상호작용  향을 받으며 발달한다(Bronfenbrenner, 1986). 이에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역시 부모 혹은 교사의 한쪽 측면의 향만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둘은 유아를 심으로 상호 력해야 하는 

계이며, 이 둘 간의 력이 원활할 때 유아는 정 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에도 동일하게 용될 가능성

이 있다. 특히 배려지향  도덕 단과 같은 가치 의 발달에 있어서는 

부모와 교사의 기 의 수 이 요한 향력을 가진다(김은아, 2013). 이

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와 차이 정도가 유아의 배

려지향  도덕 단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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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용어의 정의 

와 같은 연구목 에 따라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

달기 , 교사의 발달기 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계가 어떠한지

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구체 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련 변수를 

조작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에 주목하여,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와 어떠한 련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는 어떠  

한 양상을 보이는가?

2-1.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부모의 발달기 (정서  성

숙, 순응, , 독립성, 학업 련 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 교사의 발달기 (정서  성숙, 순응, , 독립성, 

학업 련 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와 어떠한 계

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부모의 발달기 (정서  성

숙, 순응, , 독립성, 학업 련 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와 교사의 발달기 (정서  성숙, 순응, ,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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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련 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 간의 차이와 

어떠한 계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1) 배려지향  도덕 단

이 연구에서는 Gilligan(1977)의 정의를 참조하여,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배려지향  딜 마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자신의 행동이 맥락 내의 타인에게 미칠 향을 고려하여 자신의 욕구를 

지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자 의사결정을 하는 단  추론의 

경향성을 배려지향  도덕 단으로 정의한다.

2) 발달기

발달기 란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해 기 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Hess, Kashiwagi, Azuma, Price, & Dickson, 1980). 하 범주로는 정

서  성숙, 순응, , 독립성, 학업 련 기술, 사회  기술, 언어  주

장성이 있다.

정서  성숙에 한 발달기 는 부모나 교사가 유아 스스로 자신의 감

정을 어느 정도 조 해야 한다고 기 하는지를 의미한다. 독립성에 한 

발달기 는 부모나 교사가 옷 갈아입기, 정리정돈하기 등 일상생활을 자

립 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유아가 어느 정도 보여야 한다고 기 하는지

를 의미한다. 순응에 한 발달기 는 부모나 교사가 신뢰로운 계가 

형성된 성인의 요청이나 말에 유아가 어느 정도 따르기를 기 하는지를 

의미한다. 에 한 발달기 는 부모나 교사가 사회 구성원 간에 합

의된 사회  약속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유아가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한

다고 기 하는지를 의미한다. 사회  기술에 한 발달기 는 부모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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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래로 구성된 수평  사회 내에서 원만한 계를 형성하기 해 

요구되는 사회  기술의 발달을 유아가 어느 정도 보여야 한다고 기 하

는지를 의미한다. 학업 련 기술에 한 발달기 는 부모나 교사가 기

 학습을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인지  능력을 의미하는 학업 련 

기술을 유아가 어느 정도 보여야 한다고 기 하는지를 의미한다. 언어  

주장성에 한 발달기 는 부모나 교사가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다른 사

람에게 언어 으로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언어  주장성을 유

아가 어느 정도 보여야 한다고 기 하는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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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한 연구방법  

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  연구 상의 선정기   이들의 일반  특

성을 살펴보고, 연구도구  수집된 자료에 합한 자료 분석 방법을 기

술하 다. 

1. 연구 상

이 연구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와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과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유아교육기  네 

곳에서 만 5세 학 에 재원 인 유아 192명과 이들의 어머니 192명, 이

들의 담임교사 13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에 참여하는 유아

의 담임교사로부터 해당 유아가 정상 인 발달범주에 해당하는 유아임을 

확인하 다. 체 13개의 학 에서 학 당 20명 내외의 유아가 연구에 

참여하 는데, 이는 학 별로 비교  균등한 수의 유아가 표집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 유아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Ⅳ-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만 5세 학 에 재원 인 유아 192명  남아는 95명(49.5%), 여아

는 97명(50.5%)이었다. 연구 상 유아가 유아교육  보육기 에 재원한 

기간에 가장 많은 분포가 나타난 것은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경우로, 

총 118명(61.5%)이 이 범주에 해당하 다. 재원기간이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인 경우가 33명(17.2%)이었고, 5년 이상인 경우에 37명(19.3%)이 해

당되었으며 재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없었다.



-27-

<표 Ⅳ–1> 연구 상 유아의 일반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아 95(49.5)

여아 97(50.5)

재원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3(17.2)

3년 이상~5년 미만 118(61.5)

5년 이상 37(19.3)

무응답 4(2.1)

연구 상 유아의 어머니 192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 다. 부모의 발달

기 를 측정하기 해 연구 상 유아의 양육을 담하고 있는 어머니를 

상으로 발달기  질문지를 수집하 다. 이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빈도는 <표 Ⅳ-2>와 같다. 어머니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는 1

명(0.5%)이었고, 25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인 경우는 63명(32.8%)이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연령 는 35세 이상에서 45세 미만의 연령

(64.1%) 고, 45세 이상인 연구참여자는 1명(0.5%)에 불과했다. 어머니 학

력이 졸 이하인 경우는 없었고, 고졸인 경우는 44명(22.9%),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졸에는 136명(70.8%)이 응답하 다. 학원 재학 이상은 

10명(5.2%) 다. 아버지 학력으로는 졸에 1명(0.5%)이 응답하 고, 고졸

에 37명(19.3%)이 응답하 으며 어머니 학력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인 졸에서 136명(70.8%)이 응답하 다. 학원 재학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는 16명(8.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보다 높은 분포

다. 어머니 직업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미취업  업주부

(67명, 34.9%) 고, 그 뒤를 이은 것은 사무직  문직 50명(26.0%)이었

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 가장 높은 분포가 나타난 직종은 사무직  

문직 66명 (43.4%)이었고, 그 뒤를 기술직 51명(26.6%)이 이었으며, 미취

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3명(1.6%)에 불과했다.

가정 월평균 소득에 하여는 기입하지 않은 27명(14.1%)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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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명(0.5%), 250만원 이상에서 350만원 미만인 경

우가 15명(7.8%), 350만원 이상에서 4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명(26.0%), 

450만원에서 550만원 미만인 경우가 69명(35%), 550만원 이상인 경우가 

69명(35.9%)이었다. 통계청에서 2015년 11월에 발표한 소득5분 에 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분  하  20%의 월평균 소득

이 1,505,000원이었고, 소득에 해당하는 Ⅱ분 의 월평균 소득이 

2,930,700원임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의 소득분 는 

소득 이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가구원 수  가장 많은 형태를 

나타낸 것은 4인가구(58.3%) 는데 이에 응답한 참여자는 체의 반 

이상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가 나타난 것은 5인가구 44명

(22.9%) 고, 3인가구는 이보다 은 26명(13.5%)이 응답하 다. 어머니가 

업주부가 아닌 경우가 체의 70%에 가깝다는 을 통해 맞벌이 부부 

가정의 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연구 상의 가정에서 양육을 어머니 혼

자 담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부분은 배우자  조부모가 양육을 분

담하고 있었다. 그  조부모가 양육을 돕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명

(21.9%)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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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연구 상 부모  가정의 일반  특성

단 : 명(%)

변인 구분
빈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학력

졸 이하 0(0) 1(0.5)

고졸 44(22.9) 37(19.3)

졸 136(70.8) 136(70.8)

학원 재학 이상 10(5.2) 16(8.3)

무응답 2(1.0) 2(1.0)

부모직업

어머니 아버지

단순노무직·생산직 4(2.1) 20(10.4)

기술직 4(2.1) 51(26.6)

서비스직· 업직 22(11.5) 10(5.2)

사무직· 문직 50(26.0) 66(34.4)

자 업(사업) 12(6.3) 30(15.6)

미취업·주부 67(34.9) 4(2.1)

기타 31(16.1) 8(4.2)

무응답 2(1.0) 3(1.6)

어머니 연령

25세 미만 1(0.5)

25세 이상~35세 미만 63(32.8)

35세 이상~45세 미만 123(64.1)

45세 이상 1(0.5)

무응답 4(2.1)

가구원 수

2인 0(0)

3인 26(13.5)

4인 112(58.3)

5인 44(22.9)

6인 이상 7(3.6)

무응답 3(1.6)

조부모 

양육분담

유 42(21.9)

무 149(77.6)

가정 월소득

250만원미만 1(0.5)

250만원이상~350만원미만 15(7.8)

350만원이상~450만원미만 30(15.6)

450만원이상~550만원미만 50(26.0)

550만원이상 69(35.9)

무응답 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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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연구 상 유아의 담임교사로 총 13개 학 에서 

표집되었다. 교사에 한 특성은 <표 Ⅳ-3>과 같다. 이들  9명(69.2%)

은 25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의 연령에 분포했으며, 35세 이상인 경우가 

1명(7.7%), 25세 미만인 교사가 3명(23.1%)에 해당되었다. 총 경력은 2년 

미만의 임교사가 1명,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교사가 7명, 5년 이상

에서 8년 미만인 교사가 2명, 그리고 8년 이상의 교사가 1명 있었다. 하

지만 만 5세 학 의 담임경력은 다른 양상을 보 다. 2년 미만인 교사가 

체  38.5% 고,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교사가 46%를 보 으며, 5

년 이상에서 8년 미만인 교사는 15.4%의 분포를 보 고 8년 이상인 경

우는 없었다.

<표 Ⅳ–3> 연구 상 교사의 일반  특성 

단 : 명(%)

변인 구분 빈도(%)

교사연령

25세 미만 3(23.1)

25세 이상~35세 미만 9(69.2)

35세 이상 1(7.7)

총 경력

2년 미만 1(7.7)

2년 이상~5년 미만 7(53.8)

5년 이상~8년 미만 4(30.8)

8년 이상 1(7.7)

만 5세 학

담임 경력

2년 미만 5(38.5)

2년 이상~5년 미만 6(.46.1)

5년 이상~8년 미만 2(15.4)

8년 이상 0(0)

학력
문  졸업 9(69.2)

4년제 학 졸업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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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유아 상의 면 과제와 부모  교사 상의 

질문지로 구성된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을 알아보기 해 유아

에게 배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을 들려주고 질문에 응답하게 하

다. 부모와 교사 상 설문지는 발달기 에 한 문항  인구사회학

 변인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배려지향  도덕 단 과제

(1) 배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의 내용 구성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을 측정하기 해 Gilligan의 이론을 근거

로 Skoe(1999)가 개발한 아동용 배려지향  도덕성 검사(Ethic of Care 

Interview)를 아정(2011)이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만 5세 유아수 으

로 수정한 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배려지향  도덕성 검사는 총 

네가지의 배려지향  딜 마상황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배려지향  도덕 단 검사도구에서는 각 에피소드

마다 배려의 상이 달라서 각각 래, 부모, 교사, 낯선 사람에 한 배

려지향  도덕 단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배려의 상

에 따라 범주를 구분한 것으로 배려지향  도덕 단의 주체인 유아를 

심으로 배려의 수혜자를 동심원의 계망에 계 으로 구성하 다

(Noddings, 2015). 네 가지 에피소드에 한 유아의 응답을 토 로 체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를 도출할 수 있다.

배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의 내용  질문은 <표 Ⅳ-4>와 같

다. 각 딜 마 상황에서 배려의 주체인 유아가 배려의 상에게 가지는 

책임감과 스스로를 향한 욕구는 명확히 립된다. 배려의 상을 향한 

책임감과 자신을 한 욕구를 명확히 립하기 해 딜 마 상황을 구성

할 때 유아에 한 권 , 벌, 규칙 등의 형식  의무는 최소로 작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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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으며, 상 방에 한 배려와 자신의 욕구 이외의 다른 외  기

은 작용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 다. 

배려의 상에 따른 네가지 딜 마 상황에서 제시되는 갈등은 다음과 

같다. 래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상황의 경우, 래를 향한 책임

감은 친구 집에 가겠다는 선약이고, 유아 자신의 욕구는 보고 싶었던 인

형극을 보러 가는 일이다. 어머니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상황의 

경우, 어머니에 한 책임감은 어머니의 기 에 부합하기 해 피아노 

연습을 하러 학원에 가는 것이고, 유아 자신의 욕구는 학원 에 있는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다. 교사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상

황의 경우, 교사에 한 책임감은 자신이 사탕을 먼  먹었다는 사실을 

교사에게 말하고 교사의 사탕을 되돌려주는 것이고, 유아 자신의 욕구는 

좋아하는 사탕을  먹어버리는 것이다. 낯선 이에 한 배려지향  도

덕 단 상황의 경우, 낯선이를 향한 책임감은 물건을 잃어버린 군가를 

해 자신이 길에서 주운 장난감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해 노력하는 것

이고, 유아 자신의 욕구는 자신이 가지고 싶었지만 사지는 못했던 장난

감을 자신의 즐거움을 해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배

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의 내용 구성은 아동학 박사 1인과 유아

교육학 박사 2인  유아교육 공 학원 박사과정 연구생 2인에게 검

토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인했으며, 서울 학교 연구윤리 원회의 심의기

을 통과하 다.

검사자는 연구 참여 유아에게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난 후, ‘○○(에피

소드의 주인공)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 게 했을까요?’, ‘○○(연

구 참여 유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 게 했을까요?’를 차례로 

물어 연구 참여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에 한 응답을 녹취하 고, 

사한 녹취본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을 평

정하 다. 

딜 마를 서술할 때 검사자는 감정  상호작용을 배제한 채 이야기를 

서술하 으며, 유아의 응답에 하여는 립 인 언어 ·비언어  반응

을 보 다. 한 직  사고기에 해당하는 유아의 이해를 돕기 해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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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황을 묘사하는 삽화를 연구 참여 유아에게 제시하 으며, 삽화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해 회색조로 제작하 다. 삽화를 유아에게 제시할 

때에는 평면으로 제시하 다. 다만 세 번째 딜 마 상황의 경우, 교사로

부터 받은 젤리를 주인공 유아가 먹었다가 다시 얻게 되는 복잡한 서술

이 있었으므로 유아의 이해를 돕기 해 딜 마 상황을 서술할 때 젤리

모양 자석을 이용하여 시각 인 조작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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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배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의 내용  질문

배려 

상
배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 내용 질문

래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인 한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5시에 생일 티를 한다

며 ○○이를 했어요. ○○이는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주 토요일 5시에 ○○이와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는 인형극이 

○○이네 동네에서 공연을 한 요. 인형극 후에는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가 꼭 보고 싶어 했던 인형극이에요.

① ○○이(딜 마 상황의 주인

공)는 어떻게 했을까요?

② 왜 그 게 했을까요?

③ ○○이(연구 참여 유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④ 왜 그 게 했을까요?

부모

○○이의 엄마가 ○○이를 피아노 학원 앞까지 데려다주시고는 마치는 시간

에 맞추어 데리러 온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피아노 학원 앞에는 놀이터가 있었어요. 놀이터에는 친구들이 신나

게 놀고 있어요. 사실 ○○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피아노 연습이 아니고, 신

나게 노는 일이에요. 

① ○○이(딜 마 상황의 주인

공)는 어떻게 했을까요?

② 왜 그 게 했을까요?

③ ○○이(연구 참여 유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④ 왜 그 게 했을까요?

교사

○○이네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네 교실에는 여섯명의 친구들이 

있고(한명씩 짚으며). 한명의 선생님이 계세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맛있는 과일 맛 젤리를 일곱 개 가져오셨어요. 이 젤리는 

친구들도 모두 좋아하지만 선생님도 무나 좋아하는 젤리에요. 선생님이 친

구들과 함께 나눠먹으려고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는 이 맛있는 젤리를 받자마자 먹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친구

들에게 모두 젤리를 나 어주고 돌아보니 ○○이의 손에만 젤리가 없는 거에

요 선생님은 ○○이가 젤리를 못받은  아시고는 선생님이 먹으려던 젤리를 

○○이에게 주셨어요.

① ○○이(딜 마 상황의 주인

공)는 어떻게 했을까요?

② 왜 그 게 했을까요?

③ ○○이(연구 참여 유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④ 왜 그 게 했을까요?

낯선이

○○이가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장난감이 아주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에

는 ○○이가 꼭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도 있었어요. 그 지만 ○○이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난감을 구

경만 하다가 빈 손으로 장난감 가게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길에 어떤 상자

가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군가가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까 ○○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장난감이 있었어요.

① ○○이(딜 마 상황의 주인

공)는 어떻게 했을까요?

② 왜 그 게 했을까요?

③ ○○이(연구 참여 유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④ 왜 그 게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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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려지향  도덕 단의 측정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응답은 각 딜 마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행

동을 할지에 한 단과 그 단이 도출된 근거로 구성된다. 검사자는 

연구 참여 유아에게 ‘○○이(딜 마 상황의 주인공)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그 게 했을까?’를 차례로 물어 유아의 단 경향과 근거를 수집하

다. 이는 Kohlberg의 도덕 단 면 법(Moral Judgement Interview)에서 

검사자가 피험자들에게 갈등상황을 제시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

게 하고자 하는지를 물어 반응을 분석하 던 방법과 같다(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Rest, 1979).  

연구 참여 유아가 각 배려지향  도덕 단 상황에 해 응답한 바를 

바탕으로 1수 , 1.5수 , 2수 , 2.5수 , 3수 으로 구분하여 배 하여 

각 배려지향  도덕 단 하  범주의 수 을 측정하 다. 체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는 각 에피소드별 수를 합하여 4로 나  평균값이

며, 체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은 <표 Ⅵ-4>의 기 (Skoe, 1999)에 

따라 범 를 나 어 평정하 다. ‘○○이(딜 마 상황의 주인공)라면 어

떻게 했을까?’, ‘○○이(딜 마 상황의 주인공)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차

례로 물어 딜 마 상황이 자신의 상황일 때와 그 지 않을 때의 응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배려지향  도덕 단의 일 성을 확인하 다. 일

인 응답을 보이지 못한 유아는 배려의 상에 해 인지  혼란을 겪

고 있는 것이므로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하 다. 

체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수 은 높을수록 유아의 배려지

향  도덕 단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응답을 기 으로 연구의 목

을 모르는 아동학 석사과정 1인과 유아교육 석사과정 1인의 채 자가 채

을 실행하 으며 채 자 간 일치도는 .96으로 양호한 수 을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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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의 기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별 특성

배려지향  

도덕 단 

수의 범

배려지향  

도덕 단 

수

1 자기 심  배려지향 1.25 이하 1수

2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 환 1.26-1.75 1.5수

3 타인 심  배려지향 1.76-2.25 2수

4 습 인 선에서 진실함으로의 환 2.26-2.75 2.5수

5 자신과 타인을 모두 고려한 배려지향 2.76이상 3수

배려지향  도덕 단이 1수 인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지향하는 결정

을 내리며, 해야 하는 것 보다 하고 싶은 것에 단의 을 둔다. 1.5

수 에 해당하는 유아는 1수 에서 나타나는 이기심을 자책하고 배려의 

상에 해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딜 마 상황이 한 의사결정

을 할 때 혼란을 드러낸다. 처벌회피 인 반응으로 응답한 유아의 경우

도 1수 에 해당된다. 2수 인 유아는 습 인 선을 지향하며, 배려의 

상에 한 책임을 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한다. 2.5수 인 유아는 자

신과 타인의 계에 해 다시 생각하며 배려의 상을 해 무조건 으

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에 하여 회의감을 표 한다. 배려지향  

도덕 단 3수 은 최종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 수 에 해당하는 응답은 

다양한 인간 계에 을 두어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에서 이해하는 내용을 보인다. 이에 이기심과 책임감 간의 균형을 고려

하고 이를 반 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에 

따른 유아의 응답 시는 <표 Ⅵ-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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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상황별 유아 응답의 시와 배

수
질문

유형
질문 시 응답 시 배

1수

단
○○이(딜 마의 주인공)

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지고 가서 놀아요.

1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가지고 놀고 싶었으니까요.

단
○○이(연구 참여 유아)

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집에 가지고 가서 놀 거에요.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놀고 싶었던 거니까

요.

1.5 

수

단
○○이(딜 마의 주인공)

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놀았을 것 같아요.

1.5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으니까요.

단
○○이(연구 참여 유아)

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라면 가지고 놀았을 거에요. 

하지만 나는 주인을 찾아줬을 것 

같아요.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속상할 

것 같으니까요.

2수

단
○○이(딜 마의 주인공)

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지만, 주인

을 찾아줬을 거에요.

2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잃어버린 주인은 속상할 테니까요.

단
○○이(연구 참여 유아)

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주인을 찾아  거에요. 그래

야만 해요.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속상하잖

아요. 나도 가지고 놀고 싶지만 참

아야 해요. 잃어버린 사람이 애타

게 찾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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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

단
○○이(딜 마의 주인공)

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속상해하고 있다는 걸 알

지만, ○○이는 가지고 놀았을 거

에요. 

-○○이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아도 괜찮아요. 

2.5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은 속상하겠지만 어

차피 주인은 지  없어요. ○○이

가 가지고 놀고 싶었던 장난감이니 

가지고 놀아도 괜찮아요.

단
○○이(연구 참여 유아)

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가지고 놀았을 것 같아요. 내

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니까요. 

물론 주인은 속상하겠지만요.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어차피 주인은 지  없어요. 가지

고 놀고 싶은 내 마음을 무조건 참

을 필요는 없어요.

3수

단
○○이(딜 마의 주인공)

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운 장난감은 주인에게 찾아주고, 

○○이는 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장난감을 살 거에요.

3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고 싶은 마음을 무조건 참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잃어

버린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은 잃

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더 아 게 

하는 거에요. 그 기 때문에 ○○

이는 집에 가서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장난감을 사서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이도 행복하고, 물건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행복해져요.

단
○○이(연구 참여 유아)

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 도 ○○이처럼 그 게 할거에요. 

근거 왜 그 게 했을까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요하지만, 그 장난감을 가

지고 놀고 싶은 내 마음도 요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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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기  질문지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를 측정하기 해 Hess와 Azuma(1981)의 발달

기  질문지(Developmental Expectations Questionnaire)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김은아(2013)와 정미조(1990)의 연구를 토 로 연

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 다. 학업 련 기술의 경우 만 5세 리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을 바탕으로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 다(교

육부, 2015). 독립성의 경우 ‘혼자서 집에 있을 수 있다’의 문항이 한국사

회에서 아동학   방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한 문항은 아동학 

문가의 안면타당도를 거쳐 삭제하 다.

이 질문지는 만 4세에서 만 6세 유아에 한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를 측정하는 발달기  척도이며, 체 발달 기 에 한 문항은 37문항

이다. 만 5세 유아에 한 체 발달기 는 7개 하 범주로 구성되어있

으며, 7개 하 범주의 문항 수는 정서  성숙에 한 발달기  3문항, 

순응에 한 발달기  4문항, 에 한 발달기  2문항, 독립성에 

한 발달기  5문항, 학업 련 기술에 한 발달기  9문항, 사회  기

술에 한 발달기  4문항, 언어  주장성에 한 발달기  5문항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37문항  질문의 내용이 하 범주에 타당하지 않

다고 단된 5문항을 제외하고, 32문항만을 분석의 상에 포함하 다. 

각 하  범주의 문항에는 1-3 으로 응답되는데, 응답자는 해당 문항

이 만 5세의 유아에게 기 되는 발달수 으로 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2 , 만 5세보다 낮은 연령에서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될 경우에 3 , 만

5세보다 높은 연령에서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될 경우에 1 에 체크를 하

게 된다. 체 발달기  수는 발달기  7개 하 범주의 평균값으로 평

정한다. 체 발달기   발달기  7개 하 범주는 1-3 의 분포를 나

타내며, 수가 높을수록 발달기 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와 교사가 응답한 발달기  질문지 체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93으로 높은 수 을 나타냈으며, 하  범주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  성숙에 한 발달기  .70, 독립성에 한 발달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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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에 한 발달기  .60, 에 한 발달기  .73, 사회  기술에 

한 발달기  .75, 학업 련 기술에 한 발달기  .81, 언어  주장성에 

한 발달기  .80의 신뢰도계수가 나타났다. 즉, 발달기  척도의 신뢰

도는 .60-.81의 분포를 보여서 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차

1) 비조사

서울 학교 연구윤리 원회의 승인(IRB No. 1511/001-001)을 거친 후 

조사에 사용될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문항 합도 등을 알아보기 해 

역시에 치한 유치원 한 곳에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

사는 2015년 9월 21일과 25일에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비조사

에서는 만 5세 학 에 재원 인 만 5세 남아 5명, 여아 5명을 상으로 

배려지향  도덕 단 면담을 일 일로 진행하 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

은 한 유아 당 10-15분이었다. 한 어머니와 교사의 발달기 를 묻는 

질문지가 합한지 단하기 해 실험에 참여한 유아 6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 2명을 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결과를 수집하 다.

1차 비조사 결과, 배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 1에 사용된 그

림자료에서 유아의 욕구와 책임감의 비가 시각 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상황 1의 경우, 배려의 상에 한 책임감에 해당하

는 선택지가 친구와의 약속인 반면 자신의 욕구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부터 보고 싶어했던 인형극인데 친구 집을 나타내는 장면을 인형극 장

면보다 매력 으로 인식하는 유아가 있었다. 이에 딜 마 상황 1의 욕구

자극의 장면을 보다 매력 으로 표 하는 한편, 책임감 자극의 장면은 

약속이 보다 강조될 수 있도록 삽화를 수정하 다. 그리고 배려지향  

도덕 단 딜 마 상황 질문지에 한 유아의 응답 시표를 정교화하

고, 배  기 을 검하 다. 수거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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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지를 분석한 결과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단되어 1차 비조사

에서 사용된 발달기  질문지를 본 조사에서 사용하기로 하 다.

2차 비조사는 9월 25일에 진행되었으며 2차 비조사 결과, 수정된 

배려지향  도덕 단 검사 도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에 2차 비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조사에서 사용하기로 하 다. 

비조사를 실시한 유아는 남아가 5명, 여아가 5명, 총 10명이었다. 1차 

비조사를 실시할 때 만 5세 교실과 인 한 공간에서 면담을 하 더니 다

른 유아들이 지나치게 심을 보여 면담에 참여 인 유아로부터 솔직한 

응답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2차 비조사에서는 교실에 있는 유아들의 

간섭을 통제하기 해 공간을 분리하여 면담을 진행하 고, 1차 비조

사에 비해 심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을 측정하는 네가지 딜 마 상황에 한 면담은 8분-13분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5년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역에 소재한 사

립유치원 두 곳과 경북지역에 소재한 사립유치원 두 곳에서 만 5세 학

에 재원 인 유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192명과 이들의 어머니 

192명, 이들의 담임교사 13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유치원 내의 특별활동실에서 진행하 으며 유아가 소속된 학

과 물리 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자 1인과 일 일로 진행하 다. 에

피소드를 서술할 때에는 정형화된 문구로 이야기하 으며 유아의 답변에 

해서는 어떠한 감정  피드백도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검사자로

서 156명의 유아를 면담하 으며, 유아교육 공자 보조원 1인이 36명의 

유아를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자는 연구 보조원에게 검사도

구, 검사 실시 방법  지침에 해 사 에 상세히 안내하 으며 연구 

보조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비훈련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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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교사의 일반  특성과 발달기 에 한 질문지는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IRB No. 1511/001-001)에 통과된 후 배포하 으며, 연구자

의 연구 설명서  동의서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유아의 어

머니에게 달하 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 질문지

를 회수할 때에는 투에 동 하여 유치원으로 보내도록 하 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유치원을 통하지 않고 연구자에게 직  송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 다. 회수된 질문지는 194부 으며 배려지향  도덕 단 

면담에 참여하지 못하여 연구 상에서 제외된 유아의 질문지 2부를 분석

에서 제외하고 총 192부를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 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t검정, 신뢰계수(Cronbach α),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사용하 다.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의 문항내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계수를 산출하 다. 연구에 참여한 유

아, 어머니, 교사의 일반  특성, 연구 참여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를 악하기 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의 평균차

이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그리고 

부모의 발달기 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간의 계, 교사의 발달

기 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간의 계,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

의 발달기 의 차이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률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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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해석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련 선행연구와의 

일 성 여부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유아의 배려지

향  도덕 단의 양상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한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양상과 교사의 발달기  양상을 살펴본 다음, 유아

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다

음으로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달기 의 계,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교사의 발달기 의 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의 차이 정도에 따라 유

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며,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

에 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1.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이 에서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평균 수는 어떠하며, 이

는 배려지향  도덕 단 체 발달단계  어느 수 에 해당하는 것인지

를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평균 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Ⅴ-1>과 

같다. 체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는 1.44 (SD = .37)으로, 배

려지향  도덕 단의 수 범 가 1.26 에서 1.75  사이일 때 배려지

향  도덕 단의 수 은 1.5수 에 해당된다는 Skoe(1999)의 기 에 따

라,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은 략 1.5수 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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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42 (SD=.34), 여아의 평균 수는 1.47 (SD=.40)으로 여아의 수

가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배려지향  도덕 단 수에서 남아와 여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배려지향  도덕성에 성차가 없다는 선행연구(명승화, 2008; 

Baumrind, Diana, 1986; Walker, 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Gilligan(1982)

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 단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 으나 이 연구에서

는 유아의 도덕 단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가정  사회에서 기 되어지는 행동기 의 표

출이다(곽상근, 조혜선, 유혜경, 2005).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유

아기는 성유형화, 성안정성, 성항상성의 성역할 발달의 특성을 보이며, 

시각 인 차이에 의해 성차를 구분하는 인 단게이다(Martin, 

Ruble, 2004). 이러한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자신의 성이 고정불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정된 성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성역할 발달의 

단계에 해당하는 유아는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가치 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표 Ⅴ-1>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변인 구분 n M(SD)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남아 95 1.42(.34)

여아 97 1.47(.40)

체 192 1.44(.37)

딜 마 상황에 한 유아의 응답을 심으로 조사 상 유아의 배려지

향  도덕 단 수 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표 Ⅴ-2>와 같다. 이를 근

거로 반 인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을 산출하여보았을 때, 자기

심  배려지향의 도덕 단에 해당하는 1수 의 응답을 보인 유아는 80

명(41.7%)로 나타났다. 1수 에 해당하는 유아는 자신의 욕구만을 시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딜 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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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단을 내릴 때에도 자신의 욕구에 따르는 경향성이 뚜렷하여 자

신의 욕구와 타인에 한 책임감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타인 심  배려지향의 도덕 단에 해당하는 2수 의 응답을 보인 유

아는 26명(13.5%)로 나타났다. 2수 의 유아는 배려의 상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배려의 상의 유익을 해 자신의 욕구는 무조건 으로 희생하

는 결정을 내린다. 이 단계의 유아들은 습 인 선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이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배려를 동시에 지향하는 3수 의 

응답을 보인 유아는 래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에서 5명(2.5%), 부

모에 한 도덕 단에서 10명(5.2%), 교사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에

서는 6명(3.1%), 낯선이에 한 배려지향향  도덕 단에서는 9명(4.7%)

으로 나타났다. 3수 의 유아는 배려의 상을 타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하며,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배려지

향  도덕 단을 보인다. 이들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모두 만족

시키기 해 제 3의 안을 고안해 내는 유연성을 보인다. 이 연구에 참

여한 유아가 딜 마 상황에 따라 부분 으로 3수 의 응답을 나타낸 것

은 유아기의 배려지향  도덕성이 1수 에서 1.5수 에 불과하다는 선행

연구(명승화, 2008; 아정, 2011)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는 유아의 인지  이해 수   일상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딜 마 상

황이 제시되면, 유아기에도 배려지향  도덕 단이 3수 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 

한편 1수 에서 2수 으로 이될 때와 2수 에서 3수 으로 이될 

때, 유아는 1.5수 과 2.5수 의 과도기를 겪는다. 배려지향  도덕 단

의 1.5수 은 자기 심  도덕 단에서 타인 심  도덕 단으로 환하

는 과도기인데, 이 연구에서 1.5수 의 응답을 보인 유아는 79명(41.1%)

이었다. 이들 유아는 딜 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

거가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 이되는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5

수 에 해당하는 유아는 딜 마 상황에서 여 히 자신의 욕구를 요하

게 여기지만 타인에 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유아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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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상 방에 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

지 못한다. 그 기 때문에 딜 마 상황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이 어떻게 

할지에 한 응답과 실제로 딜 마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지에 한 응답이 일 이지 않다. 2.5수 은 타인 심  도덕 단에

서 자신과 타인을 모두 고려하는 도덕 단으로 이되는 과도기이다. 이

들 역시 1.5수 의 유아들처럼 딜 마 상황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이 어

떻게 할지에 한 응답과 실제로 딜 마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어

떻게 할지에 한 응답이 일 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1.5수 의 유

아는 자신의 입장만을 지향하는 것에 해 죄책감을 느끼고 타인의 입장

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보인다. 그러나 2.5수 의 유아

는 타인을 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모범 인 단이라는 것에 

한 이해는 충분하지만, 타인에 한 책임감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해야만 하는 것에 해 회의감을 나타내며 응답에 혼란을 보인다. 

이러한 응답이 구체 으로 나타난 것은 낯선이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에서 1명(0.5%)에 불과했으나, 딜 마 상황별 도덕 단 수 을 토

로 반 인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을 산출하 을 때, 배려지향  

도덕 단이 2.5수 으로 나타난 유아는 7명(3.6%)이 해당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5단계의 분포

를 살펴보면 2수 (13.5%)과 2.5수 (3.6%)에서도 분포는 나타났으나, 

부분의 분포가 나타난 수 은 1수 (42.7%)과 1.5수 (41.1%)이었다. 만 5

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빈도분포와 평균 수(M = 1.44, SD = 

.34)를 고려할 때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체로 1.5수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균 으로 만 5세의 유아는 자기 심  

배려지향에서 타인 심  배려지향으로의 이기에 머물러 있다. 배려

의 상에 자기 자신만을 두었던 것에 해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며 

배려의 상에 타인을 포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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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별 빈도 분포  응답 사례

빈도단 : 명(%)

범주 수 빈도(%) 응답 사례

래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1수 76(39.6) 인형극을 보러 갈 거에요. 보고 싶었던 거니까요.

1.5수 55(28.6)
○○이(딜 마 상황의 주인공)는 인형극을 보러 가요. 좋아하는 인형극이

니까요. 나도 인형극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지만 나는 약속을 지켜야죠. 

2수 56(29.2)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면 친구는 마음이 아  거 요. 

인형극을 보고 싶기는 해도 친구를 해 꾹 참아야해요.

2.5수 0(0) (없음)

3수 5(2.5)
 일단 약속 먼  지켜요. 친구네 집 갔다가 가면 인형극 끝나요? 보고 싶

었던거니까 얼른 뛰어가요. 뒤에 조  남은거라도 요. 인형극이  언제 
하는지 알아 요. 아니면 화로 요.

부모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1수 92(47.9) 놀이터에서 놀아요. 놀고 싶으니까요.

1.5수 56(29.2)
○○이(딜 마 상황의 주인공)는 놀이터에 가요. 놀이터가 좋으니까요. 나

도 놀고 싶긴 하지만... 그 지만 약속을 지켜야할거같은데...

2수 34(17.7)
엄마랑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학원에) 데려다 건데, 놀이터 좋다

고 막 가서 막 놀고 그러면 안돼요.

2.5수 0(0) (없음)

3수 10(5.2)
학원 끝나면 놀이터 가서 실컷 놀아요. 놀이터가 재 기는 하니깐요. 엄마

가 학원 앞까지 데려다주셨는데 안가면 엄마가 속상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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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1수 97(50.5)  먹어요. 좋아하는 젤리니까요.

1.5수 49(25.5)
○○이(딜 마 상황의 주인공)는 젤리를  받으면, 가방에 넣고 없는 척

해요. 그래서  받아서  먹어요. 좋아하니깐요. 나는 두 개 받으면 좋기
는 좋은데,  먹으면 좋은데... 그런데 나는 그 게 안하죠.

2수 39(20.3) 좋아하는거지만  먹으면 안돼요. 선생님께 돌려드려요. 

2.5수 0(0) (없음)

3수 6(3.1)
선생님한테 돌려 거에요. 선생님 드시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드릴거에요. 

선생님도 먹어야죠. 그리고 나는... 젤리 좋아해서  먹고 싶긴한데 나는 딸
기 먹으면 돼요. 집에 가서요.

낯선이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1수 79(41.1) 가지고 가서 놀아요.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잖아요.

1.5수 63(32.8)
○○이(딜 마 상황의 주인공)는 장난감 가지고 집으로 가서 놀아요. 좋아

하는거니까. 나는 그 게 안해요.

2수 40(20.8) 주인을 찾아줘야죠. 잃어버린 사람은 엄청 속상해요. 

2.5수 1(0.5)

○○이(딜 마 상황의 주인공)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싶었던 거
니까요. 나는 안가지고가요. 주인이 속상하니까요. 근데 아무 이름도 안써있
어요? 그럼 가질래요. 이름 안써있으면... 주인이 군지 모르면... 내가 안가
져도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주인도 어차피 속상하고 나
도 속상하니까... 

3수 9(4.7)
주인 찾아 거에요. 주인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주인 못찾으면 가난한 

사람 거에요. 는 나 에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돈이 이만큼 쌓이면 그 
때 이거 가지고 싶은거 살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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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1)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의 반  경향을 살펴보기 해 기술통

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Ⅴ-3>와 같으며, 부모의 체 발달기 의 평균

은 3  만 에 1.90 (SD=.36)이다. 발달기  질문지에서 부모의 응답을 

3  척도로 측정하며 수의 범 가 1-3 임을 고려할 때, 만 5세 유아

에 한 부모의 발달기 는 한 수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

모는 만 5세 유아의 실제 발달수 에 부합하는  수 의 발달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발달기 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해, 하

 범주별 발달기 의 평균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  범주  

가장 높은 수를 보인 것은 에 한 발달기 (M = 2.14, SD = .62)

다. 다음으로 독립성에 한 발달기 (M = 2.07, SD = .48), 사회  기

술에 한 발달기 (M = 1.92, SD = .40), 언어  주장성에 한 발달기

(M = 1.91, SD = .48), 학업 련 기술에 한 발달기 (M = 1.88, SD = 

.42), 순응에 한 발달기 (M = 1.74, SD = .46)가 뒤를 이었다. 발달기

 하 범주  가장 낮은 수를 보인 것은 정서  성숙에 한 발달기

(M = 1.68, SD = .51)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만 5세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발달 역  

에 해서는 상 으로 높은 발달기 를 가지는 반면, 정서  성숙에 

해서는 상 으로 낮은 발달기 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

에게 에 해 높은 발달기 를 가진다는 것은 손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행동 양식에 한 기 가 자녀의 실제 역량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서  성숙에 한 부모의 발달기 는 유아가 스스로 

내  상태를 조 하는 능력에 해 부모가 기 하는 바를 의미한다. 정

서  성숙에 한 부모의 발달기 가 상 으로 낮다는 것은 만 5세 유

아가 울음이나 화를 스스로 조 하는 능력에 해 부모가 과소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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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Ⅴ-3> 유아에 한 부모 발달기 의 반  경향

발달기 M SD

정서  성숙 1.68 .51

순응 1.74 .46

2.14 .62

독립성 2.07 .48

학업 련 기술 1.88 .42

사회  기술 1.92 .40

언어  주장성 1.91 .48

체 1.90 .36

2) 유아에 한 교사의 발달기

유아에 한 교사의 발달기 의 반  경향을 살펴보기 해 기술통

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Ⅴ-4>과 같다. 교사의 체 발달기  평균은 

2.07 (SD = .22)으로 나타났다.  발달기  질문지에서 응답을 3  척도

로 측정하며 수의 범 가 1-3 임을 고려할 때, 만 5세 유아에 한 

교사의 발달기 는 체로 해당 연령의 발달 수 에 부합함을 알 수 있

다. 

교사의 발달기 를 하 범주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발달기 와 마찬가

지로, 가장 높은 수를 보인 하 범주는 에 한 발달기 (M = 

2.42, SD = .5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성에 한 발달기 (M = 2.29, 

SD = .33), 사회  기술에 한 발달기 (M = 2.21, SD = .30), 언어  주

장성에 한 발달기 (M = 2.08, SD = .37), 학업에 한 발달기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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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SD = .19), 순응에 한 발달기 (M = 1.87, SD = .33)는 그 뒤를 이

었다. 교사의 발달기  하 범주  가장 낮은 수를 보인 범주는 부모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서  성숙에 한 발달기 (M = 1.56, SD = .28)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만 5세의 유아를 담임하고 있는 교사는 발달 

역  에 해서는 상 으로 높은 발달기 를 가지는 반면, 정서

 성숙에 해서는 상 으로 낮은 발달기 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유아에게 에 해 높은 발달기 를 가진다는 것은 부

모와 교사를 포함한 손윗 사람에게 지켜야 할 행동양식에 한 기 가 

만 5세 유아의 실제 역량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서

 성숙이란 유아가 스스로의 감정을 얼마나 잘 조 하는지에 한 것으

로 어떤 정서경험에 해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에 하게 정서를 리

하는 능력(Thompson, 1994)에 한 성숙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

 성숙에 해 교사의 발달기 가 상 으로 낮다는 것은 만 5세 유아

가 실제로 자신의 정서를 조 할 수 있는 수 에 비해 교사의 기 정도

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Ⅴ-4> 유아에 한 교사 발달기 의 반  경향

발달기 M SD

정서  성숙 1.56 .28

순응 1.87 .33

2.42 .53

독립성 2.29 .33

학업 련 기술 2.04 .19

사회  기술 2.21 .30

언어  주장성 2.08 .37

체 2.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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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의 차이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5>과 같다. 분석 결과, 정서

 성숙을 제외한 모든 하 범주와 체 발달기 에서 교사의 발달기  

수가 부모의 발달기  수보다 높고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부모의 체 발달기 (M = 1.90, SD = .36)는 교사의 체 발달기

(M=2.07, SD = .21)보다 평균값이 낮았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했다(t = -5.65, p ≺ .01). 하  범주  순응에 한 부모의 발달기

(M = 1.74, SD = .46)는 교사의 발달기 (M = 1.89, SD = .32)보다 낮았

고, 부모와 교사 간 발달기 의 차이는 유의했다(t = -3.55, p ≺ .01). 

에 한 발달기 에서도 부모의 발달기 (M = 2.14, SD = .62)가 교사

의 발달기 (M = 2.43, SD = .50)보다 낮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발달기

의 차이는 유의했다(t = -4.99, p ≺ .01). 독립성에 한 부모의 발달기

(M = 2.07, SD = .48)와 독립성에 한 교사의 발달기 (M = 2.30, SD 

= .32)를 비교한 결과, 교사의 발달기 가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했

다(t = -5.32, p ≺ .01). 학업 련 기술에 한 부모의 발달기 (M = 

1.88, SD = .42)와 교사의 발달기 (M = 2.03, SD = .28)를 비교하 을 때, 

교사의 발달기 가 더 높았고 부모와 교사 간 발달기 의 차이는 유의했

다(t = -4.64, p ≺ .01). 사회  기술에 한 부모의 발달기 (M = 1.92, 

SD = .40)와 교사의 발달기 (M = 2.17, SD = .30)를 비교하 을 때 교사

의 발달기 가 더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발달기 의 차이는 통계 으

로 유의했다(t = -6.44, p ≺ .01). 언어  주장성에 한 부모의 발달기

(M = 1.91, SD = .48)와 교사의 발달기 (M = 2.10, SD = .36)를 비교하

을 때 교사의 발달기 가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발달기 의 차이는 

유의했다(t = -4.39, p ≺ .01). 하  범주  정서  성숙에 한 부모의 

발달기 (M = 1.68, SD = .51)는 교사의 발달기 (M = 1.61, SD = .28)보

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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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만 5세 유아에 한 교사의 발달기 는 

체로 부모의 발달기 보다 높은 수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이미정,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만 5세 유아에게 요

구하는 기 에 비해 교실에서 교사가 만 5세 유아에게 요구하는 기 가 

더 높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일반 유아의 발달에 한 지식이 

많으나 부모는 특수한 한 유아, 즉 자기 자녀에 한 지식만 있는 경우

가 많다(Miler, 1988). 한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다

른 아이와 비교하여 살펴볼 기회가 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발달에 

해서는 과 평가 는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높다(장은경, 박은혜, 김

희진, 1998; Berger, 2003; Galinsky, 1987). 이 연구에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5> 부모 발달기 와 교사 발달기 의 차이

발달기 구분 M SD t

정서  성숙
부모 1.68 .51

1.56
교사 1.61 .28

순응
부모 1.74 .46

-3.55***
교사 1.89 .32

부모 2.14 .62
-4.99***

교사 2.43 .50

독립성
부모 2.07 .48

-5.32***
교사 2.30 .32

학업 련 기술
부모 1.88 .42

-4.64***
교사 2.03 .18

사회  기술
부모 1.92 .40

-6.44***
교사 2.17 .30

언어  주장성
부모 1.91 .48

-4.39***
교사 2.10 .36

체
부모 1.90 .36

-5.65***
교사 2.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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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달기 , 교

사의 발달기 의 계 

1)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달기 의 계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달기 의 계를 살펴보기 

해 Pearson의 률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체 발달기   하 범주 별 발달기  

간에는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체 발달기  

 하 범주별 발달기 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유의한 상 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신념, 양육태도 등이 자녀의 도덕  단력, 순응행동, 공

격성 등과 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김은아, 2013; 이미정, 이순

형, 2004)의 결과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달기  간에는 유의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높은 발달기 는 유아에게 압력을 작용할 

수 있으나(안기 , 2001), 이 연구에서 부모의 발달기 는 평균 1.90

(SD=.36)으로 체로 만 5세의 연령에 한 수 을 보 다. 그 기 때

문에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부모의 발달기 와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한 확

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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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 발달기 의 계

1 2 3 4 5 6 7 8 9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1. 배려지향  도덕 단 총 1

부모의 발달기

2. 체 -.048 1

3. 정서  성숙 -.080 .619** 1

4. 순응 -.057 .767** .613** 1

5. -.094 .687** .306** .376** 1

6. 독립성 -.001 .766** .216** .463** .474** 1

7. 학업 련 기술 -.016 .818** .309** .516** .463** .701** 1

8. 사회  기술 .015 .863** .465** .607** .473** .635** .733** 1

9. 언어  주장성 .012 .812** .358** .543** .383** .630** .721** .772** 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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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교사의 발달기 의 계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교사의 발달기 의 계를 살펴보기 

해 Pearson의 률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7>과 같다. 분석 결

과,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일부 하 범주에서 교사의 발달기

와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정서  성숙에 한 교사의 발달기 (r = .145, p ≺ .05)

와는 정  상 을 보인 반면, 학업 련 기술(r = -.230, p ≺ .01)과 사

회  기술(r = -.242, p ≺ .01)에 한 교사의 발달기 와는 부  상 을 

보 다.  

학업 련 기술에 한 교사의 발달기 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  상 이 나타난 것은 학업 능력에 해 교사가 유아에게 기

하는 바가 클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유아에게 인 계 유지에 필요한 사회  

기술에 해 높은 기 를 보일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유아가 스스로의 감정을 조 할 수 있는 정서

 성숙에 해 교사가 높은 발달기 를 보일수록 유아는 높은 배려지향

 도덕 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순응, , 독립성, 언어  주

장성에 한 교사의 발달기 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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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교사 발달기 의 계

1 2 3 4 5 6 7 8 9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1. 배려지향  도덕 단 총 1

교사의 발달기

2. 체 -.086 1

3. 정서  성숙 .145* .094 1

4. 순응 .003 .859** .249** 1

5. .007 .735** -.078 .615** 1

6. 독립성 -.018 .842** -.154* .717** .826** 1

7. 학업 련 기술 -.230** .405** -.111 .049 .021 .166* 1

8. 사회  기술 -.242** .719** -.375** .485** .346** .609** .589** 1

9. 언어  주장성 -.134 .593** -.006 .436** .035 .229** .489** .580** 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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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차이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계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해 기 하는 정도의 차이가 유아의 배

려지향  도덕 단과 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부모의 발달기  

수와 교사의 발달기  수 차이의  값을 체 발달기 와 발달기  

7개 하 범주 별로 구하여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와 상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그 결과, 부모와 교사의 체 발달

기  차이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  상 (r = -.148, p ≺ 

.05)을 보 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만 5세 유아의 발달에 해 기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와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차이 간 

상 은 순응, 사회  기술, 언어  주장성의 하  범주에서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사회  기술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의 차이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  상 을 보 다(r = -.217, 

p ≺ .01). 이는 사회  기술에 해 부모와 교사가 기 하는 바에 차이

가 클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유아가 다른 사람과 계를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해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게 기 하는 바가 상이하여 둘의 평

균차이가 클 때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순응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의 차이는 유아의 배

려지향  도덕 단과 부  상 을 보 다(r = -.142, p ≺ .01). 이는 순

응에 해 부모와 교사 간에 기 하는 바에 차이가 클수록 유아의 배려

지향  도덕 단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유아의 순응행동이란 성인의 개

입과 감독에 한 반응이다(Gralinski, & Kopp, 1993). 유아기의 순응행동

은 자기통제의 기 형태라는 에서 발달  요성이 있다(김미정, 이

순형,  2004). 자녀에게 온화하며 민감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행동

에 해 합리 인 기 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 그 지 않은 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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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자발 이고 극 으로 순응하는 경향이 높다(Kochanska, 

Aksan, & Koenig, 1995; Kochanska, Padavich, & Koening, 1996). 순응에 

한 발달기 는 부모가 유아에게 순응행동을 어느 정도 행하기를 기

하는지를 의미한다. 유아기에 부모와 교사가 순응에 해 기 하는 바가 

상이할 때 유아는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타인에 한 책임감이 낮아질 

수 있다.  

언어  주장성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의 차이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  상 을 보 다(r = -.142, p ≺ .05). 

이는 언어  주장성에 해 부모와 교사가 기 하는 바에 차이가 클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즉, 유아가 자신의 

정서와 의사를 언어 으로 유창하게 표 하는 정도에 해 부모와 교사

가 기 하는 정도 차이가 클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은 낮

아질 수 있다. 한편, 발달기 의 하  범주  , 독립성, 학업 련 

기술, 정서  성숙에 한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차이는 유아의 배려

지향  도덕 단과 유의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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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  교사의 발달기  차이의 계

1 2 3 4 5 6 7 8 9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1. 배려지향  도덕 단 총 1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차이

2. 체 -.148* 1

3. 정서  성숙 -.078 .074 1

4. 순응 -.142* .585** .250** 1

5. -.083 .473** -.078 .207** 1

6. 독립성 -.083 .648** -.160* .207** .420** 1

7. 학업 련 기술 -.026 .553** -.048 .064 .209** .416** 1

8. 사회  기술 -.217** .665** .030 .364** .304** .374** .489** 1

9. 언어  주장성 -.142* .542** -.114 .315** .073 .290** .434** .502** 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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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요성에 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있

는  시 에서 유아기의 요한 인성 덕목  하나인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에 주목하 다. 구체 으로는 등학교 진학을 앞둔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 양상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 배려

지향  도덕 단의 발달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상되는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가 각각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의 수 과 어떠한 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이와 함께, 유

아 발달에 한 부모와 교사의 기 가 일치하는지 는 불일치하는지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 으로써, 유

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의 발달을 해 부모와 교사가 보여야 하

는 발달기 의 바람직한 방향에 한 시사 을 얻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유치원의 만 5세 학 에 재원 인 유아 192

명과 그들의 어머니 192명, 13개 학 에서 표집된 13명의 담임교사를 연

구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 유아에게는 자신과 타인의 이해 계

가 갈등하는 네가지의 딜 마 상황을 들려주고, 각각의 상황별로 제시된 

질문에 한 유아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배려지향  도덕 단 수를 

수집하 다. 부모에게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유아에 한 어머니의 발달

기 와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교사에게도 질문

지를 배포하여 유아에 한 교사의 발달기 와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이 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이 연구

의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이 갈등하는 딜 마 상황에서 

비록 자신의 욕구를 단의 기 으로 삼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에 심  갈등을 느낀다. 이 연구에서 만 5

세 유아를 상으로 배려지향  도덕 단 과제를 실시한 결과, 만 5세 

유아는 1수 , 2수 , 3수 에 해당하는 응답과 1.5수 , 2.5수 의 과도

기에 해당하는 응답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 의 응답을 보 으나, 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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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 과 1.5수 에 해당하는 응답이 부분을 차지하 고 평균 수로 

볼 때는 1.5수 에 해당하 다.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략 1.5 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선행연구(명승화,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만 5세의 유아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립되는 

딜 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타인의 입장보다는 자신

의 욕구를 시하는 자기 심  단을 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비록 자

신의 욕구를 시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타인의 욕구를 고려하

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배려하는 것에 해 심 인 부담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을 깨닫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더라도 보 인 수 에 그치는 경

향이 있는데, 이는 최종 인 의사결정의 근거를 결국 자신의 욕구에 두

기 때문이다. 

유아기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양상이 자기 심 인 이유는 유아기

의 인지발달 특성과 계된다. 조작기의 유아는 자기 심  사고를 하

기 때문에 유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해능력과 조망수

용능력이 부족하다. 즉, 이 연구에서 딜 마 상황에 한 유아의 응답이 

1수 과 1.5수 에 집 되어 나타난 것은 이들의 자기 심 인 사고 특

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지만 이와 동시에 만 5세 정도가 되면 

유아의 자기 심  사고는 서서히 타인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

어나므로 이 연구에서 만 5세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평균 수가 1.5

수 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아기의 이러한 발달  변화의 과정을 일부나

마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한 만 5세 유아의 응답 에는 비록 소수

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2수 , 2.5수 , 3수 에 해당하는 응답도 발견된

다. 부분의 만 5세 유아와는 달리 보다 높은 수 의 배려지향  도덕

단을 보이는 경우,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해서는 후속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양상은 성차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명승화, 2008; 아정, 2011; Baumrind, 

& Diana, 1986; Walker, 1984)의 결과와 체로 일치한다. 흔히 Koh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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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지향  도덕성과 Gilligan의 배려지향  도덕성을 비시키면서 

배려지향성은 여성에게 우세한 특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처럼 배려지향

 도덕 단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상이 유아기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사춘기 이 의 유아는 아직 남아와 여

아의 신체  발달 양상이 성별에 따라 분화되기 이 의 단계이므로 배려

지향  도덕 단의 발달에 있어서도 성별에 계없이 보편 인 발달양상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만 5세 유아에 한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기  정도에 있어서는 교사가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

의 발달기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부모와 교사의 아동

에 한 신념은 차이가 있으며(박순이, 심성경, 박주희, 2005; 유윤 , 

2011; Kirsi Tirri, & Helsinki, 2016), 부모의 신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향력과 교사의 신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향력은 다를 수 있다

(Pesu, Viljaranta, & Aunola, 2016). 교사는 일반 유아의 발달에 한 지

식이 많고, 부모는 특수한 한 유아, 즉 자기자녀에 한 지식이 많다

(Miler, 1988). 더욱이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다른 아

이와 비교하여 살펴볼 기회가 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발달에 해서

는 과 평가 는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장은경, 박은혜, 김희

진, 1998; Berger, 2003; Galinsky, 1987), 부모의 발달기 는 교사의 발달

기 와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유아에 한 부모와 교사의 기 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유아에게 

달된다. 의사소통은 언어 , 비언어  메시지로 유아와 성인, 부모와 

교사가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이다(이은정, 신

숙, 2016).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해 정확히 이해하

고, 한 수 의 기 를 가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은 요하다. 이를 해 부모와 교사는 서로에 해 개방 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특히 기 에서는 지속 인 부모상담  부모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는 모두 발달기 의 하  범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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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달기 를 가장 높게 보인 반면, 정서  성숙에 한 발달기 는 가

장 낮게 보 다. 선행연구(Hess, Kashiwagi, Azuma, Price, & Dickson, 

1980)에서 미국의 부모는 일본의 부모보다 자기주장성  사회  기술에 

해서는 높은 기 를 가졌던 반면, 일본의 부모는 미국의 부모에 비해 

순응 등에 한 기 를 높게 가졌다. 유아에 해 성인이 가지는 발달기

는 그 사회·문화의 기 나 가치 이 포함된다(서보윤, 2005). 이러한 

에 근거할 때, 이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가 정서  성숙에 

서 가장 낮고,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유아의 정서 조  등에 

해서는 한 반면 손윗사람에 한 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한

국의 사회·문화  가치 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부모의 발달기 와는 

 련이 없는 반면, 교사의 발달기 와는 일부 하 역에서 유의한 

상 을 보인다. 유아에 한 성인의 기 는 유아에 한 성인의 지각과 

해석뿐 아니라 유아를 하는 성인의 양육  교육 행동에도 향을 미

친다(박은희, 2003). 이에 인  환경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지

에 따라 자녀의 도덕성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 던 선행연구( 아정, 

2011)에 근거하여 부모의 발달기 가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상했으나, 연구 결과 이들 간에는 상 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사의 발달기 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학업 련 기술, 사회  기술, 정서  성숙 등 일부 범주에서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다른 아

이와 비교하여 살펴볼 기회가 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발달에 해서 

과 평가 혹은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장은경, 박은혜, 김희

진, 1998; Berger, 2003), 왜곡된 발달기 를 가지기 쉽다. 반면, 교사는 

일반 유아에 한 발달  지식이 풍부하여 한 수 의 발달기 를 가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모의 발달기 는 유아의 가치 단과 련

하여 향력있는 양육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배려지향  도덕 단과 

유의한 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사의 발달기  에서 학업 련 기술에 한 발달기 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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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에 한 발달기 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  계가 

나타난 반면, 정서  성숙과는 정  상 이 나타났다. 즉, 교사가 정서  

성숙에 해서는 발달기 를 높게 가질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높아졌으나, 학업 련 기술  사회  능력에 해서는 발달기

를 낮게 가질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이 높아졌다. 정서  성숙

에 한 발달기 는 사회  상호작용시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조 하

여 상 방과 원만한 계를 이루고 정 인 상호작용을 이끌어갈 수 있

는 능력에 해 교사가 유아에게 어느 정도의 기 를 가지는지를 의미한

다. 정서  조 능력이 성숙된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

하여, 부정  정서를 하게 리할 수 있고, 정 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유능감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  성숙에 해 

교사가 기 하는 바가 클 때 유아가 높은 배려지향  도덕 단을 나타냈

으므로 교사가 정서  성숙에 해 높은 발달기 를 가지고 유아가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을 

높이는데에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유아에게 학업 련 기술에 해 높

은 기 를 가질 경우,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낮아질 수 있다. 

학업에 련해서 높은 성취기 를 가진 교사는 교실에서의 활동을 인지

인 과업 심으로 구성하므로, 유아는 인간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게 가지게 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유아는 도덕  의

사결정의 상황에 게 노출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그에 

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덜 발달될 수 있다. 한 교사가 유아에게 사

회  기술에 해 높은 기 를 가질 때,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낮아질 수 있다. 일반 으로 유아교사는 집단의 유아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유치원 교실을 원활히 운 해야 하기 때문에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요시하는 경향이 있다(Rescorla, 1991). 즉, 사회생활 역에 한 교사

의 기 수 은 언어생활, 건강생활, 표 생활 역에 한 기 수 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교사는 유아의 연령의 구분 없이 래와의 상

호작용을 한 사회성 교육에 우선순 를 두는 경향이 있다(장은경,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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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김희진, 1998). 그러나 유아가 인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해야하는 교사가 사회  능력의 측면에 지나친 

을 두게 되면,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

다. 배려지향  도덕 단은 유아의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

인 도덕  갈등 상황이다. 이 때 유아가 논리 으로 사고하여 자신과 

타인을 모두 배려할 수 있는 도덕  단을 내리기 해서 요구되는 것

은 단지 사회  능력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넷째, 만 5세 유아에 한 부모의 발달기 와 교사의 발달기  간에 

차이가 있을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은 낮아진다. 이 연구에서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는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 한 발달기

에서 차이를 보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와 교사가 유아에게 기 하는 바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것이 유아의 배

려지향  도덕 단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게 유사한 발달기 를 공유하고 

가정과 기 에서 일 성 있게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유

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에 있어 부모와 교사 간 소통이 무엇보

다도 요하다는 시사 을 제공한다. 즉, 부모와 교사는 서로 신뢰하고 

개방 인 태도를 가지고 력하기 해 노력한다. 특히 개별 유아의 발

달 특성에 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각자의 양육목표 는 교육목표에 

일 성 있게 용함으로써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과 부모의 발달기 , 교사

의 발달기  간의 계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들 변인 간의 인과 계

를 살펴보지는 못했다. 한 만 5세 유아만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 양상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의 유아를 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여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의 보다 구체 인 양상을 규명

하고 이들 변인간의 인과 계까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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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

째, 이 연구를 통해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발달의 양상에 한 보

다 구체 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성 는 배려 행동 등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는 주로 부모나 교사를 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유아 자료를 

수집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유아와의 일 일 심층면담을 통해 배려지향

 도덕 단에 한 유아의 응답 자료를 직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한 선행연구에서 배려지향  도덕 단 과제에 사용한 부분의 딜

마 상황이 유아의 일상생활 경험과는 동떨어진 일반 인 상황이고 배

려의 상과 유아 자신 간의 갈등 계 한 명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음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여 배려지향  도

덕 단 과제를 수정, 보완하여 유아 자료를 수집하 다. 그 결과, 만 5세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에 한 실제 이고 구체 인 응답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발달을 해서 

부모와 교사가 어떠한 태도와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한다. 교사의 발달기 는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의 

수 과 련이 있으며, 특히 부모와 교사의 발달기 가 차이를 게 보

일수록 유아의 배려지향  도덕 단 수 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개별 유아에 한 일 성 있는 발달기 를 공유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에서, 부모와 교사 간 소통의 요성을 보여 다. 이러한 내용은 유아 

상 인성교육 로그램이나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  실시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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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아용 배려지향  도덕 단 면  자료

딜 마 상황 장면

1

친구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2

부모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3

교사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4

낯선이에 한

배려지향

도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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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어머니용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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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사용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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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 

and the Developmental Expecta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Kang, Hye-hyun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t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and the developmental 

expectations of parents nd teachers. 

In order to fulfil these purpo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ressed in this study. What are the accumulated patterns in the 

level of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What are the 

accumulated patterns in the level of developmental expectations for 

parents and teachers? What are the accumulated patterns in the level 

of developmental expectations for parents? What are the accumulated 

patterns in the level of developmental expectations for teach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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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the developmental expectations for parents and teacers hav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al expectations of children?  

Does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hav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developmental expecta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Are th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expectations between 

accumulated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and coherences in 

the developmental expecta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A total of 337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ich consisted of 

192 children aged five tears, 192 mothers, and 13 teachers from 13 

classes. Each child participated in an interview and the children were 

measured by their care-based moral judgment. The mothers and 

teachers were asked questions about the developmental expectations of 

their children. The collected data wrer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Cronbach’s α,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3.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5 years of age was 

level 1 to level 1.5. During decision-making, five-year-olds were more 

inclined to prioritize their own benefits over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ose requiring care. While children at level 1.5 felt some 

responsibility to others, which conflicted with their own desires during 

decision-making, they rarely sacrificed their desires for the sake of 

those requiring ca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verage 

scores by gender.  

Second, teachers had higher average scores than parents in terms of 

developmental expectations. In other words, parents had higher 

developmental expectations than parents. The difference in scores 

between parentsand teachers was significant in all six subcategories and 

total developmental expectations, excluding emotional maturity. Ou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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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ous categories of child development, both parents and teachers 

had the highest expectations for politeness. 

Third, while the overall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to parents’ total developmental 

expectations and expectations by subcategor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to teachers’ expectations for school-related skills, social 

skills and emotional maturity. The overall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teachers’ expectations for 

school-related skills and expectations for social skills,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emotional maturity. In other words,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may decrease if teachers’expectations for 

school-related skills and social skills of children surpass their actual 

level of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and teachers’ 

expectations for emotional maturity indicates that care-based moral 

judgment is likely to improve with higher expectations for emotional 

maturity. 

Fourth, the difference in developmental expectations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This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difference in 

expectations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the lower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B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and the expecta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for 

child develop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categories of child 

development in which parents and teachers should set expectations. 

This study also demonstrated the positive effect of a smaller difference 

in expectations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on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As such, its significance lies in reveal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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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consistent expectations by parents and teachers in the 

care-based moral judgment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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