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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초기의 성격과 도덕성의 형성과정

-도덕성 발달 초기 과정의 이론적 개관-*

朴 性 洙

(교육학과)

제 I 장 서 론

도덕성 발달 문제는 교육심리학적 맥락에서 성격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는 도덕성을 성격구조의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다. 대체로 성격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의 틀 속에서 도덕성의 문제를 균형있게 파악하는 것이 도덕성의 의미와 그 의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도

덕성과 가치가 사회변화의 과정속에 급격히 무너지고 그 대신에 대처할 현대 사회의 도덕성과 가치

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다.

성격이나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이론과 설증적 연

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 이러한 연구의 춧점이 특정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덕성

의 발달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지니고 있다.

도덕성의 문제는 흔히 학교 교육의 문제와 관련시켜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또한 가정교육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지어 탐구할 문제이다.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 발달에 춧점을 두고 탐구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볼 수 있다 도덕성의 발달은 대체로 출생 이후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중

심으로 탐구하여 왔다고 볼 수 았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또한 어떠한 교육적 의

도를 지니고 있느냐는 결혼 이전의 발달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수태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한 쌍의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로서만 아니라 벌써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을 조형해 나

*이 연구는 1993년도 서울대학교 레믹스 기금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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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삶의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체험하는 다양한 삶의 내용들이 인간의 성격과 도덕성을 구성해

나가게 된다.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과정은 크게 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자연적인 삶의 현상과 사

건들에 의해 무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무의도적인 삶의 현상들은 성격형성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되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정확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가운데 이러한 “되어지는”

부분이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성격과 도덕성을 형성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 바람직한 성격이나 훌륭한 도덕적 특성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

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노력은 어떤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마음 속에 적고 크고 간에 여

러 가지 결정을 부모가 내림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성격과 도덕성의 발

달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현상이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격과 도덕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의도척 현상과 그러한 의도가 없이 형성되도록 영향을 주

고 있는 현상은 각각 여러가지 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여러 가지 힘들에는 정치경제적 구조，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맥락 등과 같은 거시적 사회구조 변인들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교육 심

리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가정의 교육적 환경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서 인간 발달에 작

용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규정해 나가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녀들의 다양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도적으로 다루는 통제의 양식과 그릇된 행동

을 다루는 훈육의 과정， 그리고 올바른 행통을 기르려는 배양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의 문

헌분석을 통해 성격과 도덕성 발달의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제 R장 도덕성과 성격의 발달: 이론적 고찰

교육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도덕성의 여러 측면을 연구하여 왔다. 대표적인 도

덕성의 기준은 타인을 돕는 행동， 사회적 규준에 순응하는 행동‘ 사회적 규준을 내면화하는 것， 공

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는 것， 공정성에 대한 추론의 발달 등이 있다(Rest， 1983). 교육심리학자들

은 이러한 여러 측면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나름의 입장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도덕성의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이들 연구는 도덕적 성숙에 관한 이해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가 도덕성의 중요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이 충분한 정의가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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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도덕행동의 중요한 동기유발요인이지만 공감에 따른 행

동이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정의가 갖는 제한점에 주의하면서 도덕성 발달

에 관한 다음의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과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이론인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그리고 도덕성 발달이론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들 이론은 도덕성의 여러 측면

을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특한 노력을 해 왔으며 도덕성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여 왔다.

I.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성격이 세 가지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본능(id) . 자아

(ego) . 그리고 초자아(superego)가 그것이다. 본능은 쾌락 원리에 따라 작용하며 자연적이고 생물

학적이다. 자아는 본능에 바탕을 둔 충동을 만족시키는 실제적인 방볍이 작용할 때까지 충동을 억

제하는 것이다. 초자아는 마지막으로 형성되는 성격요인이며 본능의 충통과 충동의 만족을 위한 자

아의 수단이 도덕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으므로 기본적으로 도덕과 무관 (amoral)하며 쾌락주의

적이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여감에 따라 부모는 자신들이 받아들알 수 있는 행동은 보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은 벌하며 그 결과 아옹은 부모의 도덕 기준을 내면화한다. 선에 관한 부모

의 기준은 아동의 자아 이상(ego-ideal) 이 되고， 악이나 부도덕에 관한 부모의 기준은 아동의 양심

이 된다 이 두 속성은 아동의 내적 도덕성인 초자아의 요인들이다. 일단 초자아가 형성되면 초자

아는 아동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한다. 아동의 사고와 행동이 자아 이상과 일치하면 자아는 보상받

는다. 양심은 죄의식 , 부끄러움， 자존감의 상실 등을 통해 자아의 도덕적 침해를 별한다.

1. 프로이트의 이론

Freud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적대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부도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명 사회의

규범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 사이에는 계속적인 갈등이 생긴다. 사회의 목적은 자연의 힘을 통제하

고 심미적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적 추구를 격려하며 인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임에 반해， 본능의

목적은 즉시적 만족을 얻고 성적 · 공격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본능과 사

회플 중재하는 정신구조인 자아가 생긴다. 자아는 방어기제， 불안， 죄의식 등을 통해 두 개의 대립

되는 힘 사이의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균형은 쉽

사리 깨지기 쉬운 것이다. 인간과 사회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외부 사회의 가치를 내적으로 유지하

는， 본능과 비슷한 힘의 구조가 발달할 필요가 있다. 이 구조가 초자아이며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58 師 範 大 學 (49)

조절하는 인간의 도덕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도덕성은 인간의 성적， 공격적 경향을 통제하고 제약

하는 힘이다.

초자아는 남근기에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남근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외디푸스 컴플렉스로， 이

는 자신과 이성의 부모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과 동성의 부모에 대한 증오로 나타난다. 동성의 부

모를 향한 적개심은 방어적 동일시 (defensive identification) 와 비성애적인 의존적 동일시 (anaclitic

identification)을 통해 해결된다. 방어적 동일시는 동성 부모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이고， 비성애적인 의존적 통일시는 이성부모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애

정과 존중에 바탕을 둔 동일시이다. 두가지 동일시 과정을 통해 초자아의 요인인 양심과 자아 이상

이 생성된다. 양심은 처벌적 요인이고， 자아 이상은 내적인 역할 모델이다. 부모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함으로써 아동은 사회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4세된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싫어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애정을

위한 경쟁자로 여겨진다. 아이는 자신의 경쟁적 행동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거세할 것이라 여기고

두려워한다. 강한 거세 불안은 아이의 모든 성적 느낌을 억압하게 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자신의

공격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한다. 공격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아이는 거세를 피한다. 자신이 동일시

하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가지므로 아이는 억압된 성적 충동을 대리만족할 수도 있다.

동일시 과정에서 아이는 도덕성의 기준을 포함하는 아버지의 많은 속성을 내면화한다. 따라서 남성

의 초자아는 아이가 외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6세 경에 형성된다.

비슷한 나이에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남근이 없음을 발견한다. 이를 발견했을 때 여아는 자신이

거세당했다고 가정하고， 자신에게는 없는 가치있는 기관을 가진 사람의 。H정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

게서 아버지에게로 관심을 돌린다. 아버지의 애정을 얻는 데 있어 어머니는 경쟁자로 간주되지만，

여아는 거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경쟁자와 동일시하지도 않는다. 자신은 이미 거세당했으

며 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아는 어머니와 통일시하게 하는 두

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외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여아의 초자아는

남아보다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런 프로이트의 이론적 주장은 실증적 연구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의 이

론적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냉담하거나 처벌적이거나 힘에 의한 훈육을 사용하

는 부모의 아이들은 초자아가 더 약했으며(Aronfreed， 196 1: Hoffman&Saltzstein , 1967) , 남자

아이의 초자아가 여자아이보다 더 강하지도 않았다 (Sears ， ]daccoby & Le띠n， 1957). 또 남근기 이

후에도 아동의 도덕적 성장이 계속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도덕성 발달 모텔에서

현실적인 아동의 도덕발달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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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프로이트 학파의 이론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을 새로운 조망으로 확장시켜 나간 Erikson을 비롯한 신프로이트 학파의

학자들은 초자아의 근원이 성장 초기라 할 수 있는 구강기와 항문기에 해당되는 발달단계에 있다고

본다.

어린 아이들은 많은 좌절을 겪으며， 그 중 몇몇은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부모의

시도에서 비롯된다. 항문기에 아이들은 배변 훈련을 받는다. 아이들은 더이상 자신의 옷에 배변해

서는 안된다. 배변훈련 중 겪는 좌절로 인해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분노를 느끼고 부모와 대등해

지려 하지만 부모에게 보복하려 하면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잃게 될 것임을 알게 된다. 이 딜레마

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적개심을 억압하고 동일시 과정을 통해 부모의 도덕적 기준을 내

면화함으로써 부모의 애정을 구한다. 동일시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내가 완전히 부모와 같아지면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애정 상실에의 불안때문에 부모의 도덕적 기

준을 내변화하고 부모와 동일시하게 된다. 따라서 애정 지향적(love oriented) 훈육을 사용하는 부

모는 힘 지향적 (power assertive) 훈육을 사용하는 부모의 아이보다 강한 초자아를 가진 아이를 기

를 것이다.

신프로이트 학파의 이론가들은 아동의 도덕 발달에 있어 자아와 초자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았다. 이는 초자아는 무의식적인 것이고 의식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초자아가 양심과 통일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 (Zilboorg, 1955) 에 따른 것이다. 초자아는 도덕적으

로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을 자아에게 알려주며， 자아는 충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을 때까지 본능적 충동을 억제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본능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아동은 초자아의 힘에도 불구하고 본능에 저항할 수

없다. 강하고 경계가 뚜렷한 자아는 초자아의 높은 도덕적 강제를 재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행동은 초자아의 내면화된 규칙과 자아의 억제하는 힘 두 가지 모두의 산물이다.

만족을 지연시키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의 자아

발달에 따른다는 가정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큰 아동은 사회적으로

더 책임이 있으며 유혹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ischel & Gilligan , 1964). 또한

사회병질적 아동(약한 자아를 가진 아동)은 같은 나이의 정상 아동보다 도덕적 추론의 수준이 더

낮았다-

신프로이트 학파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좀더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신프로이트 학

파에서 도덕성발달의 초기과정을 상세하게 밝힌 대표적인 경우가 Sears , Macoby와 Le띠n(l96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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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통 초기에 아동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

를 때에는 직접적인 통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지켜보고 보호하는 데 모든 시간

을 보낼 수는 없으므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아이는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행동 기준을 발달시켜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는 세 종류의 양식이 있

다. 첫째는 지속적인 감독과 개업에 의한 외적 통제이고， 둘째로는 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바탕을 둔 자기 통제가 있다. 셋째는 부모의 행통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내적 통제로서 양심은 이를 가리킨다.

아동의 내변화된 통제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차는 동일시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

다 아동이 부모의 가치와 행동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아동의 통기와 감정에 의한 능동적인 것이다.

아동은 부모와의 즐거웠던 경험을 재생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부모의 애정과 승인을 얻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가 지지하는 행동을 스스로 연습한다. 어머니가 애정지향적 훈육 기법을 사

용할 때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 표현을 회복하려는 동기가 강하므로 아동의 이와 같은 행동은 더 빈

번하고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연습 과정을 통해 아동은 부모의 가치를 학습하고 결국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양심의 발달을 촉진한다.

n. 사회학습이론

도덕성 발달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의 주 관심은 도덕적 행동 (conduct)이나 행위 (beha떠or) 에 있

다. 인지와 정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연구되었다 행동에 춧점을

두는 것은 몇가지 매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도덕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이

기 때문이다 (Casey &Burton. 1986).

모든 사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행동규범을 아동들이 내면화하여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과정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때 도덕성은 사회의 규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내

변화된 행동은 처음에는 외적인 압력에 의해 생겼으나 점차로 외적 압력이 없을 때에도 지속되는

행동이다

도덕적 행통은 공유하기나 돕기와 같은 수행(commission) 행동과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 것과 같

은 금지 (omission) 행동이 있다(Shaffer， 1979). 같은 방식으로 도덕 규칙 (codes)은 그 규준에 있

어 처방적인(prescriptive ) 것과 제약적인(proscriptive)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영역이 사회에서

대인생활의 질과 좀 더 관계가 있는 반면에 후자의 영역에 속하는 비도덕적 행동의 금지는 사회의

생존에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다(Casey & Burton , 1986). 해야 할 행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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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도덕성의 발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따라서

사회 학습 이론가들은 도덕적 규준에서 일탈하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강조한다.

1. 유혹에 대한 저항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유혹에 대한 저항을 평가하는 많은 연구들이 사회학습 이론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적 맥락에서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지수는 개인이 발각되거나 처벌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도덕적 규준의 위반에 대한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이다 (Shaffer， 1979) , 외적인 감

독이 없어도 개인이 유혹에 저항할 때 그 개인은 도덕 규칙을 학습했을 뿐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

도록 통기화되었다고 간주된다. 아동이 도댁 규칙을 획득하고 규칙을 따르게 만드는 힘은 강화와

벌의 효과‘ 사회적 모델의 영향에 대한 연구틀에서 밝혀져 있다.

(1) 강화의 효과

행동의 빈도는 그 행동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회학습이론에서 공통

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지행동을 억제하는 도덕적 통제의 획득과 유지에 대한 강화의 역할은

모호하다. 아동이 유혹에 저항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려 보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지행동과

상반되는 수행행동을 강화함으로써 금지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금

지 행동에 대한 강화의 역할이 간접적인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반해 부모

는 도덕적 위반을 벌함으로써 아통의 비행을 경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벌은 유혹에의 저항에 대해서

는 보상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별의 효과

학습 이론의 입장에서 벌은 내면화된 도덕적 행동을 형성하는 데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Aronfreed, 1976). 별과 관련되어 연구된 요인들은 벌을 주는 시간， 빈도， 강도， 스케줄， 벌과

인지적 변인과의 상호작용 등이다.

Aronfreed(1964, 1965 , 1976)는 벌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불안을 매개로 하여 설명하였다. 위반에 대한 벌은 벌을 받는 사람에게 죄의식， 수치

심， 자기 존중감의 상실과 같은 혐오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이와 같은 내적 반응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벌을 위반 초기에 주는지 위반이 끝난 후에 주는지의 여부는 인지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했을 때

내면화된 행동통제의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다(Aronfreed & Reber , 1965). 위반 초기에 벌을 준

경우에는 위반 초기의 실마리가 불안과 관련되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위반하지 않게 되겠지만， 위

반 행동이 끝난 후 벌을 주게 되면 위반 후에야 아옹은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동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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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불안을 느낀다면 이는 위반 행동을 금하는 데는 효과가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

활에서 벌을 주는 시기와 무관하게 내면화된 통제에 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광범위한

언어적 중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벌이 언어적 설명과 함께 주어지는 경우에 아통의 혐오적 정서

상태는 초기에 벌과 근접했던(contiguous) 인지적 표상 (representation)에 조건화되는 것이 가정되

며 혐오적 정서 상태의 감소나 금지는 불확실한 벌을 피하는 것과 근접한 표상에 연결된다 즉， 위

반 후에 벌이 주어지더라도 언어적 중재로 인해 아동의 불안은 위반 전의 자신의 의도， 개념적인

표찰， 또는 다른 인지적 과정과 연결되어 이후 비슷한 위반의 상황에서 위반 전의 실마리와 아동의

불안이 연결되어 위반 행동을 억제할 수 있게 한다.

불안을 매개로 한 유혹에의 저항 행동에 더하여 불안은 고백， 자기 비판과 같은 위반 후의 외적

반응과도 관련된다. Aronfreed (1 964 )는 고백이나 자기 비판이 위반과 관련된 혐오적 정서를 줄여

주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자기 비판은 위반자가 스스로 자기를 벌하는 방법이다 아동 양육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단순한 사회적 벌의 많은 요인들은 불안의 종결과 관련된다. 언어적 비

판과 함께 벌이 주어지면 비판은 위반을 한 후 벌을 받기 전에 경험하는 불안의 감소를 알려는 실

마리와 같은 중요성을 얻는다. 따라서 다음 위반 후에 아동은 스스로 비판적 반응을 해서 자신의

불안을 줄인다. 이때 자기비판과 같이 사회적으로 벌을 받는 행동에 대한 내면화된 반응은， 반드시

자기 비판적 인지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평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기 이전의， 아동의 경우에도 위반 후에 불안의 신호가 나타나거나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시

도를 하는 것이 관찰된다.

다만. 아동이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내변화하는 데 부모의 벌이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의 양육

적 환경이 펼요하다 거부적이고 정별적인 부모의 아이는 사회적 행동에서 내면화의 정도가 낮다.

애정의 상실은 아마도 벌의 효과에 핵심적인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지나치게 차갑고 징별

적이면 이 요인의 효과는 없어지고 벌은 내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옹정

(warmth)은 아동의 강한 양심을 형성하는 데에 본질적인 것이다. 또한 부모가 아동에게 도덕적，

사회적 기준에 대해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은 외적 행동과 벌의 일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적인 통제를 낳는다. 다만 언어로 전달된 표상이 효과적이려면 벌과 정확하게 연결된 정서적 가치

가 있어야 한다(Aronfreed . 1976).

한편 Grusec과 Kuczynski (1 9 77)는， 서로 다른 벌이 이후 아동의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다른 사람이 별을 주는 경우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self-punishment )

경우에 실제로 벌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유혹에의 저항에도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동이 내면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훈육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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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모델의 효과

대체적으로 사회적 모텔은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

가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우선 유혹에의 저항에 대한 모델 효과에 대해서 Ho佈lan(1970)은 ， 유혹에 저항하는 모델을 관

찰하거나 금지를 챈 것에 대해 벌을 받는 모델을 관찰했다고 해서 유혹에의 저항이 증가한다는 아

무런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달리 Wolf와 Cheyne(1 97 2 )는 ， 통제 집단에 비해 순응하는

모델을 관찰한 집단은 규칙에 순응했으나 일탈 모델을 관찰한 집단은 규칙을 위반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순응하는 모델보다 일탈 행동을 한 모델의 효과가 더 지속적이었다.

Penγ， Bussey와 Perη(1 97 5 )는 유혹에 저항하는 모델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즉， 아동이 모텔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모델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유

혹에 저항하는 모델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들 연구의 피험자들은 규칙에 순응하

는 행동보다 일탕행동에 더 익숙한 집단이었고， 따라서 규칙에 순응하는 모텔의 행동은 관찰자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에서 모델과 관찰자 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검증을 제안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 상호작용 효과의 검증 결과 피험자의 기대를 조작하는 것이

유혹에의 저항에 효과를 주는 것에는 실패하였으나， 저항하는 모텔을 관찰한 아동들은 통제집단보

다 일탈의 빈도나 그 시작 시간이 더 늦었다. 한편 일탈에 저항하는 모텔에 노출된 이후에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모방 행동이 아니라 그 반응이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관찰자가 지각하는 데서도 온다고 하는 것이 가정된다. 이런 경우 저항하는 모텔의 동기적 상태

즉， 유혹 상황에서 자기 통제를 기꺼이 유지하려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는 독립적으로 관찰자

의 저항행동에 공헌할 수 있다. Leon(1984)은 6-7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 어머니가 사용하는 규칙을 아동이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들에서 유혹에

저항하는 모텔에의 노출은 관찰자에게 영향력이 있으며， 관찰자의 자기 통제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인지사회학습이론

인지사회학습이론은 자기 조절의 양상이 획득되고， 일깨워지고， 유지되고 수정되는 과정에 춧점

을 두어왔다. 인간은 행동을 할 뿐 아니라 그 행동을 범주화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므로 도덕성에 대

한 교육심리학적 분석은 도덕 행동에 대한 결정인자와 도덕 행동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야 한다. 도

덕 행동과 자기 조절은， 좋은 것을 행하고 나쁜 것을 피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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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된 과정과 행동들을 포함한다 (Mischel & Mischel , 1976). 이 과정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개인의 능력과 구체적 상황에서의 개인의 수행을 위한 동기적 변인들은 구분된다.

한정된 인지와 보다 수동적이고 정적인 의미에서 개인이 ‘갖는’ 반응들보다 개인의 인지적 활동

들(정보에 행하는 조작과 변형)을 강조하기 위해 Mischel과 Mischel (976)은 인지적 행동 구성능

력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인은 광범위한 잠재적 행통-도덕적， 비도덕적， 부도덕적-을 습득하고，

서로 다른 정도의 행동 구성능력을 얻는다.

구성 능력이 있더라도 어떤 주어진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

리상태의 구체적 동기와 수행시의 고려 사항에 따른다. 따라서 구성 능력에서 실제 행동 구성으로

의 이행에 필요한 수행의 결정변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 수행의 결정변인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들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Mischel & Mischel , 1976) ,

첫째 변인은 예상되는 반응의 결과들이다. 특정한 상황의 구체적인 행동을 예언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가능한 한 여러가지의 행동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기대는 직접적

경험이나 관찰 결과에 의존한다. 타인이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을 관찰한 후의 개인은 더 쉽게 비

슷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역으로 사회적 모델이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다면 관찰자들은 비슷한 행동을

더 억제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모델의 관찰은 수행에 강한 영향을 주지만 모든 모델이 관찰자에게

통일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관찰자의 특성， 모델의 속성， 관찰자와 모델의 관계는 관찰된 행

동의 영향력과 상관이 있다. 아동은 보상을 주며 권위가 있는 성인 모델들이 보여주는 수행 규칙을 택

하는 반면， 이러한 속성이 낮은 성인이 보여주는 규칙은 같은 규칙일지라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변인은 주관적 가치이다.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기대를 갖더라도 그들이

갖는 주관적 가치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행동유형을 선택할 것이다. 특정한 사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는 행동 선택의 중요한 변인이다.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금지된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

의 강도와 즉시적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재에 따른다. 주어진 상황에서 금지된 행동이

주는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일탈 행동에 대한 동기와 관련된다. 주관적 가치는 개인에게서 긍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끌어내며 그의 행동에 대한 유인물이나 강화제로써 기능하는 힘

을 가진 자극들이다. 특정한 자극 패턴에 대한 주관적 가치는 직접적 경험， 교수， 관찰학습을 통해

획득되고 수정되며 발달과정 중 변화한다. 그러나 특정 활동에 대한 주관적 가치들이 공유될 때에

도 개인이 이 가치들로부터의 일탈을 다루어 나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세번째 변인은 자기조절체제 ( self-regulatory systems) 이다 도덕적 행동은 개인의 행똥이 일관되

기를 요구하며， 특히 강한 유혹이나 장기적인 상황적 압력이 있을 때， 명백한 외적 보상이나 지원

이 없는 상태 등에 처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조절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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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 특성은 우발성 규칙 (contingency rules) 의 채택이다. 이 규칙은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 유형과 그 행동이 이루어야 할 목표， 성취의 결과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를 구체화

한다. 또， 그 기준에 도달하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한 결과，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기 통제를 달성하

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지시와 인지자극변형 , 외적 보상이 결여된 상태에서 복잡한 행동 유형의 결

과와 종료에 대한 규칙의 구성이 이 기제와 관련된다. 이 규칙을 택함으로써 개인은 즉시적인 상황

적 압력이 없더라도 또는 상황적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다.

Patterson과 Mische1 (l975 , 1976)은 ， 갈등상황에서 과제 수행을 촉진하는 자기 지시와 유혹에

저항하는 자기 지시의 효과를 측정하고， 유혹에 대한 저항에는 유혹을 막는 계획이 더 효과적이었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의 바탕이 되는 결정적인 인지 활동은 바람직한 행

동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지시가 아니라， 유혹에 대한 주의를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즉각적으로는 유혹에 저항하는 데는 자세한 계획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좀더

일반적인 계획이 효과적이었다(Mischel & Patterson , 1976) , 유혹에 저항하는 계획을 가진 아동들

은 금지된 행동을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과제로 돌아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Grim, Kohlberg와 White ( 1 968 )는 아동이 유혹을 무시하고 과제에 집중하는 정도가 유혹에의 저항

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Mischel과 Mischel (l983)도 아동이 금지된 보상에 대한 소비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과제 지향적 생각을 할때， 그리고 금지된 대상이 드러나 있을 때보다 감추어져 있을

때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가 커진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앞의 연구결과와 대비되는데 이러한

모순은 아동의 나이와 관련된 인지 능력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넷째 변인은 아동의 나이와 관련된 변화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만족을 지연시키는 과제 자체

에 대해 생각하거나 즉시적 만족을 주는 보상에 대해 소비적인 생각을 하기 보다는 보상의 추상적

인 질에 맞추어 생각할 때 만족을 지연시키는 기간이 길었다. 5-6세가 된 아동은 이 규칙을 알고

택하여 만족의 지연을 촉진시키는 계획을 세우지만 . 4세 이전의 아동은 스스로 만족의 지연을 어렵

게 하는 계획을 세운다. 나이에 따른 이러한 전략의 차이는 인지 발달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가능

성 이 있다 (Mischel &Mischel. 1983)

자기 조절 행동의 인지적인 측면과 관련해 Burton(1963)도 도덕 규칙에 대한 잠재적인 지식과

실제의 수행을 구분하였다. 그는 상황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도덕적 행동에는 두 가지

일반화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한 가지는 특정한 상황의 자극 요인이고， 다른 한 가지는 특정한 인

지적 요인이 한 상황에서 추상화되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게 하는 언어적 중재를 포함하는 요인

이다. 두번째 요인에서의 상황은 처음의 상황과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일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도덕적 행동틀은 매우 독립적일 것이라고 가정된다.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이 특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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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작한 행동을 배우고， 다른 유사한 자극 상황에 그 행동을 일반화하게 하는 데 유용할 것이

다. 하지만 이런 부모는 이 상황에 대해 언어적으로는 명명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유형의

부모는 상황적 조건의 언어적 명명을 강조해서 아이들이 매우 다른 조건의 자극 상황에서도 동일한

인지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행동을 아동이 직접

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동은 많은 유혹 상황에서 바람직한 도덕적 규칙을

알지만 자신의 지식이 외적인 선택행동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었다.

Kochanska (1991)의 연구는 사회적 기준의 내면화 과정에 위의 두 접근， 즉 유혹에 대한 저항에

관한 연구들과 인지사회학습 이론들이 조화롭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아동의 내변화된

양심의 출현에 두 가지 발달적 과정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첫째는 정서적 과정으로 잘못된 행동과

관련된 불쾌， 죄의식，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는 자기 조절적인 수행능력-즉， 위반

하지 않고， 금지된 충동을 극복하고， 그 대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다. 그는

양심의 정서적 요인은 18개월경부터 관찰되며， 2세까지는 자신의 잘못이나 위반에 대한 괴로움을

나타내는 분명한 반응을 한다고 보았다. 더구나 생후 2년째는 수행을 위한 자기조절의 기원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아동의 순응은 이후 양심의 발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m 인지발달이론

인지발달아론에서는 도덕적 추론의 발달을 연구하였고 아동이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일생동안 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입장에서는 도덕적 추론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해가고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거쳐 발달하여 이전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는 것

을 가정한다. 이와 같은 도덕 발달은 인지 발달에 의존한다는 것이 가정되며， 인지 발달은 도덕 발

달의 필요조건이 된다. 여기에서는 Kohlberg와 Rest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지발달론자들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I ,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

Kohlberg는 아동이 도덕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도덕적 관점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한다고 보고， 도

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Kohlberg의 이

론은 기본적으로 Piaget의 이 론에 바탕을 둔다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논문은 많으므로(문용련， 1986: 이경우 등， 1990: Kohlberg, 1976: Rest , 1983) 여기에서는 인

지발달이론의 개요를 밝히는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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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는 규칙에 대한 태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정의에 대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동의 도덕성은 전도덕적 단계 (0-5세)‘ 타율적 도

덕성의 단계(도덕적 실재론의 단계， 6-10세 ) ,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 0 0-11세)로 발달해 간다 어

린 아동의 도덕적 실재론은 성인이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존중과 인지적 미성숙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는 자기중심성과 실재론이다.

Kohlberg도 Piaget와 마찬가지로 도덕 발달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덕 발달은 인지 발달에 더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적

절한 환경에의 노출이 아동의 도덕적 사고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Kohlberg는 하인츠의

이야기와 같은 갈등상황을 주고 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도덕성 발달의 수준을 3수준

6단계로 구분하였다. 1수준은 인습 이전 수준으로 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 o단계)와 개인적 욕구

지향의 단계 (2단계)를 포함한다. 2수준은 인습수준으로 대인관계 지향의 단계 (3단계)와 법과 질서

유지 지향의 단계 (4단계 )를 포함한다. 3수준은 인습 이후의 자율적 수준(또는 원리적 수준)으로 사

회 계약적 원리 지향 단계 (5단계)와 보편적 원칙 지향 단계 (6단계)로 구분된다. 이 단계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 인간의 생명의 가치， 판단의 상대성 등에 근거해 구분된 것이다.

이 발달 모텔에 대해 Kohlberg( 1969)는 다읍 몇 가지의 가정을 한다. 첫째， 특정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황의 차이에 무판하게 일관된 수준의 도덕 판단을 할 것이다 둘째， 이 단계는 보편

적이고 항상적이며 불가역적이고 한 번에 한 단계씩만 상승한다. 셋째， 각 단계는 구조화된 전체성

을 갖는다 넷째， 한 사람은 하나의 발달 단계에 속하며 둘 이상의 단계에 동시에 속할 수는 없다.

다섯째， 한 단계에서 그 윗 단계로의 상승은 급격한 질적 전환에 의한다.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Rest， 1983). 첫째， 도덕적 추론을

조직하는 기본적인 인지 구조를 강조하고 인지 구조를 도덕적 사고의 원천으로 여긴다. 둘째， 개인

이 가진 사고의 조직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으로 단계발달을 설명한다. 셋째， 도덕성의

중심개념은 덕목이나 가지의 내용이 아니라 정의로 본다‘ 도덕 발달은 상호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

이의 인지적 평형화 과정의 산물이다 넷째， 성인들에 의한 도덕적 가르침은 아동의 도덕 발달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사회적 상황이나 직접， 간접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

지만 Piaget가 또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Kohlberg는 이를 확장하여 역할 채택의 기

회가‘ 도덕성 발달에 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검증을 위한 연구들은 대체로 발달단계의 계열성과 보편성에 관

한 연구， 인지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도덕적 판단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조

건 · 조작 · 요인에 관한 연구，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틀로 구분왼다. 여기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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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이나 요인

에 관한 연구들이다.

인지발달이론에서 강조하는 도덕성 발달의 기제는 비평형화(disequilibrium)와 또래집단과의 상

호작용이 있다(Res t， 1983). 당면한 도덕적 상황에서 오는 경험이 기존의 인지구조에 동화되지 못

할 때 인지구조의 평형상태가 깨어져 비평형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아동은 순응(accommoda

tion)을 통해 다시 평형 상태를 이루며 그 결과 인지 구조 자체의 변화가 생긴다. 순응을 통해 나

타나는 새로운 인지구조는 곧 발달의 정표이다 따라서 도덕 발달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면 새로운

자극을 아동에게 제시해서 인지적 비평형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Turiel(1966)은 피험자를 자

신의 단계보다 하나 위의 단계에 노출시키는 것이 도덕적 판단 수준의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실험

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한 단계 윗 수준의 도덕적 논의에 접한 아동은 그 내용을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인지적 비평형 상태를 일으켜 언지구조의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결과에 영향을 받은 많은 연구자들이 피험자들을 높은 단계의 추론에 노출시켜서 변화를 끌어내

려 했으나 일관성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부모가 아동의 도덕적 추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Piaget는 “정의감은 성인의 가르침과

실제적인 예에 의해 강화될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런 영향에 대해 독립적이며， 아동간의 상호존중과

결속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ohlberg도 “가족 참여는 도덕성 발달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거나 독

특하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이론가들은 “역할 채택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부모를 보고 있다(Walker & Taylor， 199 1) . 따라

서 도덕적 추론 발달의 상황으로 가족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지만， 몇몇 연구들은 가족 토론에서

아동의 참여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아동의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Holstein ‘

1972) , 부모의 도덕적 추론 수준이 아동의 도덕적 추론 수준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Walker & Taylor , 199 1) .

2. Rest의 도덕성의 4요인

Rest ( 1 9 83 ) 는 도덕성이란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결정하고， 협조

와 상호 복지의 증진을 어떻게 계약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Rest (l983)는 도덕성의 하위

요인을 사고， 행동， 정서의 세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본

다 첫째， 이 세 요인은 경험적인 군집을 나타내지 못한다. 다양한 도덕 행동들간의 상관이 사고와

행동 간의 상관보다 더 낮다. 둘째， 사고， 행동， 감정은 이론적으로 명확한 분석 단위는 아니다.

셋째， 인지 발달론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자들도 인지 행동에 관심이 있다. 넷째， 많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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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정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이런 견해에서 그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도덕 행동은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제 1요인은 도녁적 상황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타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능한 행동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태가 도덕적 행동을 할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덕적 행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아

는 도덕적 민감성도 도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2요인은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고려 사항들을 통합하고， 어떤 행동이 도덕적 이상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어떤 행동이 그 상황에서 행해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 즉 이상적인 도덕 행동에 관한

것이다.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과 그 관련 연구들은 이 요인과 관련된다.

제 3요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즉 실제적인 행동의 수행에 관한

것이다. 이상적인 도덕 행동은 다른 가치들로 인해 그 경로가 수정될 수 있다 Damon(l977)은 아

동의 도덕적 이상들이 이기주의와 타협하는 증거를 보였다. Sobesky는 하인츠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른 것을 보여줌으로써 2요인과 3요인이 구별됨을 보여주었다.

제 4요인은 행동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행

하는 데에는 다른 요인이 관련된다. 직접 실행하는 것과 관계되는 요인은 자아 강도와 자기 조절

기술 등이다.

Rest는 도덕성의 4요인을 위와 같이 구분하고， 가셜적 딜레마를 담은 선다형의 질문지를 사용하

여 응답자의 반응 결과에 따라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권위에 대한 복

종의 도덕성의 단계이다. 2단계는 도구적 자기중심주의와 간단한 의견 교환의 도덕성의 단계이다.

3단계는 상호간의 일치의 도덕성의 단계이다. 4단계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법과 의무의 도덕성의

단계이며 5단계는 사회적 의식의 도덕성의 단계이다 끝으로 6단계는 비독단적인 사회적 협동의 도

덕성 즉 협동을 조직하는 이성적이고 편견없는 사람틀의 도덕성의 단계이다.

이와 같은 발달과 발달 단계에 관한 Rest의 개념은 Kohlberg의 개념과 구분된다 Rest는 도덕

적 사고의 기본 구조를 다양한 협조의 구조 (schemes)로 본다‘ 협조의 구조는 인간이 사회 관계에

서 어떻게 협조하는가에 대한 일반화된 관점이다 발달은 협조 관계의 다양한 가능성， 권리와 의무

의 조화， 협조 구조를 유지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발달은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된다. 하나는 사람들 간의 상호 기대에 대한 개념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사

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이득을 조정하는 개념수준이다

Rest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도 Kohlberg의 발달 단계 개념과 다르다. 먼저 인지 구조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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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급격히 일어난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접진적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의 사고

형태가 출현할 빈도가 확률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다 또， 개인은 동일한 과제나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다 어느 한 시기의 개인은 하나의 발달 단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사고를 함께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Rest는 도덕성 측정의 기본 질문이 “한 개인이

몇 단계의 사고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다양한 도덕적 사고를 하느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인지발달 이론은 연구자에 따라 발달에 대한 개념이나 발달 단계의 규정은 다르지만，

도덕성 발달의 기본을 도덕적 추론 능력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W 도덕성 발달 이론의 최근 동향

도덕성 발달 이론의 최근 동향을 보면 한편으로는 앞에서 소개한 정신분석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의 입장에서 도덕성 그 자체의 발달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성이 성격의 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Hoffman， 1979;

Lifton, 1986: Loe、ringer， 1983: Loevinger& Knoll , 1983) , 이전의 이론적 입장에서도 도덕성을

성격의 한 요인으로 보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구에서는 “도덕성”이라는 한 요인을 분리해내어 다

루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연구 경향과 대비된다.

여기에서는 정신분석이론， Hogan의 사회분석이론(socioanalytic themγ) ， Haan의 상호작용이론

(interactional themγ) ， Lifton의 도덕성 판형 (morality template) 을 중심으로 최근의 도덕성 발달

에 관한 연구 흐름을 살펴보겠다.

1.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성격의 구조를 본능， 자아， 초자아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고， 이들 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도덕성을 설병하려 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Sanford(1967)

는 특히 자아의 통합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도덕성의 발달을 설명하였다.

자아는 계획을 짜고 중요성의 위계를 정한다. 이때 여러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

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원시적 양심인 초자아의 요구와 본능의 충동 사이의 갈등이다.

이런 관계에서 자아는 본능을 조절하고 초자아를 자신의 내부에 두어， 적절한 수준에서 충동을 표

현하고 적당하게 높은 도덕적 수준에서 행동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흔히 이런 방식으로 잘 진행

되지 않아서 본능으로부터의 충동은 강도가 증가해서 행동으로 폭발하려 하고， 이런 상태는 초자아

로부터의 벌을 피하기 위해 자아에게 극도의 불안을 일으킨다.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이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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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적 상황은 자아가 부인하고， 위증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책략을 갖게 해서 오랫동안 발달에

해를 줄 수 있다.

초자아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사고를 벌하고， 사회규범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보상한다.

사회의 기준을 아동에게 전달하는 데는 부모가 주된 역할을 한다. 부모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상하

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부모는 아동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벌

을 두려워하기를 기대한다. 부모가 기대하는 것으로의 동화는 단순한 조건형성이나 아동의 기본적

인 욕구의 충족과정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진다. 초자아는 아동기에 발달해서 아동기의 구조적 특성

을 그대로 갖는다. 아동기에 내면화되는 부모는 실제의 부모가 아니라 아동의 마음이 이해하는 것

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닌， 이상화되거나 전제적인 부모상이다. 아동은 부모의 실제 행동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에게 그렇게 하게 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따른다. 아동의 마음의

구조로서의 초자아는 단지 부모의 사고와 가치의 복사판인 것은 아니다. 개인은 부모가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강한 요구를 하며 , 외적 권위자가 부과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하다

초자아는 양심이나 완벽함의 이상으로 의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모호한 불안을 일으키거

나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징별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행동에

대한 초자아의 요구는 초자아로 흘러들어간 에너지의 양과 초자아가 대응해야 하는 충동의 강도에

따른다. 초자아는 외적 권위에 의한 강화 없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내면화된다. 초기 아

동기에는 오직 부모만이 특정한 충동의 완전한 만족을 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후에 아

동은 부모가 있을 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금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없을 때에

도 자신의 충동을 금할 수 있다.

초자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자아와의 통합의 정도이다. 통합이 일어났을 때 초자아의 도덕계율은

개인 스스로의 판단과 맥을 같이하게 되고， 자아의 에너지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자아가 본능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고 초자아의 요구를 스스로 판단하여 실행

할 수 있을 때 그 개인이 도덕적 기준을 충분히 내면화하였다고 본다.

2. Hogan의 사회분석이론

사회분석이론에서 도덕성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고 중재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이 생물

학적， 문화적으로 전화한 결과 생성된 것이다 (Hogan . 1973). 대표적인 학자인 Hogan은 인간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따르는 동물이며， 도덕성은 자연적 현상이고 진화의 압력에 대한 적응적 반

응이라고 본다.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천적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으며， 필요에 의해 사회적 동붙이

되었다‘ 이런 인간집단이 살아남기 위해 도덕적 규범이 발달되었다. 규범들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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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적의를 금했으며 규칙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특성은 사회화， 공감， 자율성의 순서로 발전된다고 여겨진다

첫째로， 아동기에는 사회화 과정이 나타난다 인간은 사회의 규칙， 가치， 금지 등을 필수적이라

고 여기는 정도에 따라 사회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통의 사회화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온정

(warmth)과 양육 (nurturance)이 필수적이다. 이때 온정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애정만으로 충분

하지는 않다. 아동이 점차로 운동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통제 요인이 사회화에 큰 역할을 한다. 아

동의 도덕적 행동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사회 규칙에 대한 의무에 의해 지배된다. 구조， 예언 가능

성， 질서에 대한 욕구로 동기화되어 아동은 사회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다. 온정적이고

양육적이면서 일관성있게 제한적이거나 권위있는 부모는 가장 사회화된 아동을 길러낼 수 있다. 사

회화된 아동은 의문없이 사회의 규칙， 법， 기준을 따른다

둘째로， 청소년기에는 공감이 개인의 도덕적 행동을 한정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

펌과 권위를 떠나 확대 가족，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욕구에 민감해진다.

사회적 주의와 승인의 욕구에 동기화되어 도덕적으로 성숙한 청소년은 공정성， 정의감에 대한 의식

을 가진다. 공감의 발달을 위해 부모는 자녀의 역할채택 능력의 발달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의

자녀를 방임하거나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부모는 자녀의 자연적인 공감적 경향을 지극할 수 없다.

이 시기에 사회화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차적인 것으로 존재하며， 사회화와 공감의 정도가 모두

높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셋째로， 청소년 후기에서 일생동안 도덕 행동에서는 자율성이 강조된다. 진실로 도덕적인 사람은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개인적 의무감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독립적인 부

모는 자율적 행통에 대한 강력한 모델이 된다. 어떤 행통이 가치롭다거나 나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자신의 규칙을 설명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부모는 자녀의 자기 행동 통제 능력을 증진

시킨다. 이 시기에도 이전에 발달했던 사회화와 공감은 개인의 도댁적 가치를 형성하지만 자율성에

비해 이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자율적인 사람은 권위나 또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바탕을 자기에 대한 고려에 둔다.

이려한 발달의 과정에서 사회화， 공감， 자율성은 시간적으로 이후 시기에 나타나는 도덕성 발달

상의 주된 전환점이 되며， 한번 획득되면 도덕 행위의 내적 구조에 질적 변화를 일으키나 이후 단

계의 획득은 이전 수준의 성공적 전이에 달려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세 단계는 그 발달의 결과가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 구조를 결정하는 분리된 발달상의 과제들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 분석 모델은 도덕적 가치의 발달을 내적 성격 특성의 발달 결과와 관련짓고 았

으며， 성격 특성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특성틀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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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ifton ， 1986)

3. Haan의 상호작용이론

상호작용이론은 도덕 행동이 균형잡힌 합의를 얻으려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난다

고 본다. 그 대표적 학자인 Haan (l982)은 도덕성이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

덕적 합의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였다.

Haan(1978 , 1982)은 도덕성의 발달이 동화(assimilation)에서 순웅 (accommodation)으로‘ 그

리고 순응에서 평형화(equilibration)로 점차적 순서로 진보한다고 하였다. 도덕적 추론과 행동의

하위단계는 자기 흥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사람의 흥미는 자신의 홍미에 따르

는 것으로 변화(동화)된다. 이보다 높은 도덕성의 단계에서는 자기 흥미가 타인의 흥미에 따르는

것으로 변화(순응)된다. 도덕 발달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평형화는 자기와 타인의 흥미간의 동등한

균형을 포함한다. 이때 동화에서 순응으로의 과정은 사회화 과정을， 순응에서 평형화로의 과정은

도덕적 자율성의 과정을 나타낸다. 도덕적 자율성의 과정이란 인간이 독립적인 도덕적 사고와 행동

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도덕 규칙은 인간이 새로운 도덕적 상황에 참여함에 따라 새롭게 협상되며， 협상의 바탕은 “평동

성 ( equality)"의 원리이다. 이런 도덕성은 문자 그대로의 평등성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의 요구가

고려된 후에 얻어지는 개인적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평등성을 펼요로 한다(Haan， 1982).

도덕적 협상의 수준은 자기에 대한 관심(1，2수준) ， 타인에 대한 관심 ( 3， 4수준)， 모든 사람에 대

한 관심 ( 5 수준)에 이르는 5 수준이 있다(Haan， 1978). 1 수준에서 어린 아동은 자신을 분리된

개체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보호자와 동일시한다. 2 수준의 아동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타인이 자신과 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도덕적 상호작용을 한다. 3 수준

에서 아동은 자신을 전체적인 인간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도덕적 균형이란 조화로운 집단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4 수준은 아동이 다른 도덕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도덕적 대상이 된다고

지각하고 규칙과 법이 인간의 도댁적 상호작용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수준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법이나 규칙이 인간의 모든 도덕 행동을 조절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일단， 개인이 특정한 도덕적 협상의 양식을 얻으면 그 양식은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접근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따라서 한 개인은 여러 도덕적 양식의 목록을 갖게 되고 어떤 양식을 쓸 것인지는

상황(스트레스)과 개인 변인(자아 과정， ego process)에 따른다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적

용하는 도덕적 추론과 행동의 수준은 내적인 스트레스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에 따른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려는 논리적 분석‘ 승화， 억제 ( suppression)와 같은 기제를 통해 스트레스가 촉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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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비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합리화， 대치， 억압

(repression)과 같이 부적응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룬다. 개인이 도덕적 상

황의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도 즉， 방어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정도는 그 개인

의 도덕적 추론과 행동의 수준에 바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Haan의 도덕성에 대한 상호작용 이론

은 도덕적 가치는 이 가치를 형성하고 정의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대인 경험의 부산물로서

발달하며 (Lifton， 1986) , 성격의 정신역통적 측변인 자아과정이 도댁적 갈등 해결을 위한 도덕적

추론과 행동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본다.

4. Lifton의 도덕성 판형

Liκ;on (l985 ， 1986)은 도덕성과 관련된 성격의 개인차가 도덕성의 개인차를 낳는다고 보았다.

도덕성은 성격 특성에 따라 개인 내적으로 발달하기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대인간

에 형성되기도 한다. 이때 도먹성은 개인이 만들어낸 개인적 계율이다.

사람들은 의식적이거나 전의식적 수준에서 타인의 도덕적 특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기준을 가지는

데 이것이 도덕적 판형이다. 도덕적 판형은 매우 발달된 도덕적 인간의 성격과 행동 특성들로 구성

된다 도덕적 판형과 좀더 관련된 것으로 평가될 수록 개인은 더욱 도덕적이다. 어떤 두 판형 사이

에도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유사한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일관적이고 고정적인 도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Lifton， 1985)

도덕성을 위와 같이 정의함으로써 몇 가지 이론적 명제가 나타난다. 첫째， 도덕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일관된 수준의 도덕

행동을 보여 주변 된다. 결과적으로 도덕적 용기( 추론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나

도덕적 결함(추론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뜻밖의 것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

다. 둘째，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행통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미래의 행동을 예

언하지는 않는다. 미래의 도덕 행동을 예언하려면 과거나 현재의 행동에 도덕적인 표찰을 다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성격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이론들은 대체로 도덕성을 기능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도덕적 양식이 있고

그것 모두가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도덕성은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이 발달시키는 가치， 기준， 신념， 원리와 유사하게 여겨지며， 개인적으로 만

족스럽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도덕적 상황을 다룰 수 있게 하는 도

덕적 양식은 성숙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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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m 장. 부모의 훈육과 도덕성 발달

훈육이란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방식이다 ( Saltzstein ‘

1976) .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연구하기는 하였지만 그것

이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 었다. 다만，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돕는 여 러 조건 중의 하나로써 부모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부모의 훈육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특별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교육적 문제이다. 훈육의 문제와 도덕성 발달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살펴본 Hoffman과

Saltzstein(1967)의 유도적 훈육(inductive discipline)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훈육방법에 춧점을 둔 것이다.

유도 (induction)는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와 주어진 상황이 요구하는 논

리적인 요구사항을 말해주는 것이다(Hoffman & Saltzstein , 1967). Hoffman과 Saltzstein(1967)

은 부모와 아동에게 각각 부모의 실제 훈육방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질문하고， 부모의 훈육방식

과 아동의 양심의 발달정도를 비교하였다. 평가된 양심의 여러 가지 측면은 문장 완성에 나타나는

죄의식의 정도， 도덕적 판단의 내면성， 아동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교사의

평가， 아동이 위반후 자백하는 경향에 대한 어머니의 보고， 또래틀이 생각하는 같은 반 친구의 타

인에 대한 이해성 정도였다. 그 결과 도덕성의 다양한 지표에 대한 접수가 높을 수록 부모가 힘 지

향적 훈육을 이용하는 것과 부적으로 상관되었고， 유도의 이용과 정적으로 상관되었다. 이와 달리

애정의 철회를 이용하는 것과 도덕성 발달과는 어떤 상관도 발견되지 않았다.

I . Saltzstein의 훈육관

앞서와 같은 결과를 Saltzstein(1976)은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경향과 부모의 훈육과의 관계로

해석한다. 그는 도덕성의 경향으로 인습적 도덕성 (conventional morality)과 인도주의적 도덕성

(humanistic morality)을 제시한다. 인습적 도덕성은 규칙 그 자체를 위한 순종이 일차적인 도덕적

기준이 되고， 인도주의적 도덕성은 인간의 욕구를 위한 고려가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이 두 가지

구분은 도덕적 판단의 두 측면에 바탕을 둔다. 그 하나는 도덕 규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

성과 경직성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 도덕적 가치이다. 한편 인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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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면화된 집단과 인도적으로 내면화된 집단은 모두 외적 도덕성의 집단 (groups of externals)

과 대조된다 앞의 두 집단이 내변화된 도덕적 경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외적 도덕성의 집단은

벌이나 들키는 것에 춧점을 둔다. 내적인 집단은 자신의 감정적 기초와 양심의 기능의 변에서 다르

다. 인도주의자는 인습주의자에 비해 죄의식을 의식적인 형태로 느끼고 경험하며 자기 ( self)의 일부

로 여긴다. 또한 반사회적 충동을 더 잘 참을 수 있으며 이를 도덕적 반응과 통합시킨다. 이에 비

해 인습주의자는 문장완성검사에서 자선의 부모에 대해 억압된 공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도주의자와 인습주의자는 서로 다른 심리적 역통을 가진다.

인습주의자와 인도주의자의 부모는 외적 도덕성 집단의 어머니보다 힘의 주장을 적게 이용하고

유도를 더 많이 이용한다 먼저 , 인습주의자와 인도주의자의 부모의 훈육을 비교해보변 인습주의자

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애정의 철회에 의존하고 부모 지향적 유도 즉， 행동의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

는 영향을 지적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면서 부모의 애정의 철회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인습주의자의 부모는 또래 지향적 훈육 방법을 적게 이용한다 인습주의자

와 인도주의자 부모 모두는 외적 도덕성 집단의 부모보다 부모지향적 유도를 자주 이용했다. 독특

한 것은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자의 부모는 인습주의자의 부모에 비해 추론과

힘 지향적 훈육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아동의 도덕적 자율성은 적정 수준의 훈

육과 통제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에서 행통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를 지적하는 심리적 기법이 내적 도덕성의 발달

을 촉진함을 알 수 있다. 추론은 타인에 대한 고려를 바탕에 두는 인도주의적 도덕성의 발달을 촉

진하고， 애정의 철회는 인습주의자를 낳는다. 이때 아동의 도덕 발달에 대한 부모 지향적 유도의

영향은 불확실한데， 어떤 경우에는 인습주의자를， 다른 경우에는 타인을 고려하는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훈육은 부모와 아동간의 사회적 영향의 교환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심리학에서 제시하

는 사회적 영향과정에서의 태도변화는 순종， 동일시， 내변화의 3가지 로 구분된다. 순종

(compliance)은 외적 보상을 얻으려 하거나， 내적인 벌을 피하려는 바램으로 동기화 되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드러난다. 동일시 (identification)는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같이 되려는 의식적

이거나 무의식인 바램에 의해 동기화되고， 영향력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현저할 때만 드러난다. 내

변화(internalization)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가 옳고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것이려는 바램에서

동기화되고， 변화는 영향이 상징적인 것조차 없는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과정은 훈육의 유형과 일련의 관계가 있다. 힘 지향적 훈육은 순종과 관련

되고， 애정 철회와 때때로 유도는 동일시와 관련되며， 유도의 추론 요인은 내면화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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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의 이용과 아동의 도덕 발달과의 상관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동의 도녁 발

달 정도가 훈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훈육의 기법이 아동의 도덕 발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도덕성 발달의 과정을 순환적인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가장 잘 개념화된다. 아동

의 도덕 발달은 서로 다른 훈육 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하고， 이는 아동의 역할 채택

기회에 영향을 준다. 또한 역할 채택 기회는 순환적으로 아통의 도덕 발달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n. Hoffman 의 훈육관

Hoffman (l975 , 1977 , 1979)은 Saltzstein처 럼 부모의 유도적 훈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중시한다. Hoffman (l975)은 도덕적 내면화의 핵심

요인은 도덕적 요구를 자신의 쾌락 욕구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쾌락 욕구는 대체로 선천적

이고 이 욕구를 통제하려는 동기는 사회화의 산물이다. 동기 발달에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경험은

아동 초기에 부모와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의 쾌락 욕구와 부모의 도덕적 기준 사이의 갈등을 겪는

일이다. 아동이 처음으로 그런 갈등에 직면하여 욕구를 표현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받는 것은 훈육 장면이다

아동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므로 자라남에 따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는 변화가 생긴다. 직접 관찰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유아는 완전히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부모의 행동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이다. 유아 초기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편안함을 최대로 해

주려는 부모의 목적은 전적으로 유아의 바램과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이 자신의 목표를 이

루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몹는 촉진적 행동을 한다 아동이 2살이 되변 인지 발달과 신경 근

육 발달， 전체 운동신경의 활동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아통은 빈번하게 부모의 바램과는 모순되

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이전과는 상호작용이 달라진다. 부모는 자주 아동의 행동을 아동의

의지에 반해서 변화시키려 하고， 아동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하려 한다.

따라서 갈등이 생기고 부모의 역할은 양육자에서 사회화를 이끄는 사람으로 극적인 변화를 한다.

아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주도하려 하지만 오직 부모의 개입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뜻대로 타인이 행동하기를 강요하며， 그렇게 하는 능력이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부모는 순응을 강요할 수 있는 능력 이 아동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의 의지에 반해서 그의 행동을 바꾸는 데 훨씬 성공적이지만 아동은 거의 그렇

지 못하나.

초기의 상호작용의 결과 나타나는 아동의 변화는 이후 상호작용에서 아동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78 師 範 大 學 (49)

초기 상호작용에서 아통이 받은 애정과 신뢰의 느낌은 이후 부모의 훈육을 아동이 받아들이는 정도

에 영향을 준다. 애정은 아동이 훈육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고， 좀 더 부모를 모방하게 하고， 타인

의 욕구에 충분히 개방적일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해 준다(Hoffman， 1979) 도덕적 내

면화는 타인에 대한 아통 행동의 해로운 결과를 지적하는 유도적 훈육 기법을 부모가 흔히 사용하

는 것과 이와 달리 훈육 장면 이외의 다른 장면에서 부모가 빈번하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에 의해

촉진된다.

아똥이 원하는 행동에 대해 부모가 징벌적 반응을 하는 힘의 주장과 같은 기법은 아동에게 도덕

적 기준의 근거를 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고， 자신의 바램과 이런 기준 사이의 계속적인 대립을

갖게 한다. 힘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외적인 벌이나 위협에 바탕을 둔 행동 통제를 하게 하고 적개

섬， 공포， 불안 등과 같은 강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정적 감정들은 아동이 효과적으로 실

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주어진 상황에서의 인지적 기능을 방해한다. 반면에 유도는

다음의 효과를 가진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

둘째， 아동이 죄의식이나 수치섬과 같은 도덕성의 정서적 요인에 대해 부모와 얘기할 수 있다.

셋째， 금지를 위반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만 했는지， 위반에 대한 뱃가로 지

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모가 아동에게 설명할 수 있다 또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데 충분

한 자율성을 주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바탕으로 삼게 한다.

이와 같이 유도는 도덕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나타내고 통합해 주기 때문에 아동의

바램과 부모의 도덕적 기준 사이의 대립감을 줄이고 아동에게 도덕적 내면화와 통제에 필요한 최소

한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통의 도덕적 내면화에 훈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Hoffman (l979)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훈육 방법은 힘 주장적， 애정 칠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훈육 방법의 속

성은 아동이 유도적 요인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데 필요한 동기 유발 요인이 된다.

둘째， 아동은 유도적 요인의 정보에 의한 공감과 죄의식의 각성을 통해 인지적으로는 물론 정서

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신의 욕구와 외적 욕구 사이의 대립이 줄어드는 것으로 경험한다

셋째， 각성이 너무 적으면 아이는 부모를 무시하고， 너무 많으면 그 결과 생성되는 두려움이나

분노로 인해 유도적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현저한 유도적 요인을 갖는 기법은 일반

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넷째， 유도에 포함된 생각들은 의미적 기억 (semantic memory)에 저장되어 오랫동안 남게 되고，

세부적인 상황들은 삽화적인 기 억 (episodic memory) 에 저장되어 곧 잊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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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결국 그 생각을 귀인할 분명한 외적 참조물없이 아동은 그 생각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생

성된 것으로 경험한다.

제 W 장. 결 론

지금까지 발달 초기의 성격과 도덕성의 형성과정에 관해 교육심리학적 입장에서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위의 여러 이론들이 주는 교육적 함의에 대해 검토해 보려 한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도덕성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덕성의 발

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아동의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

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는 여러 이론들 간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앞에서 살펴본 이론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아동의 성격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행동은 의도적인 것이든 무의도적인 것이든 아동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므로 아동의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된다. 자녀에게 아무리 훌륭한 양육기법이나 훈육기

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 효과는 감소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더해서 적절한 수준의 통제 또한 필수적이다 통제

가 지나치면 아동을 경직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아동의 행동을 부모가 거의 통제

하지 않는 것은 아동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하게 통제하는 부모의 훈육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중요

한 것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다. 먼저 , 자녀에게 벌을 주거나 칭찬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

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유를 설명할 때는 단지 부모의 입장에서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쳐

서는 안된다. 자녀가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자녀의 도덕성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그 수준이나 좀 더 윗 수준에서 부모가 설명해 주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자녀의 도덕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다른 요인은 부모의 행동이다. 아동은 많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한다. 부모가 사회의 기준

이나 도덕 규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아동이 잘 납득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 기준을 따르

지 않는다면 아동에게 혼란을 주게 될 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에 더해서 부모가 먼저

그 방식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가 도덕적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데 훌륭한 동기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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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그러나 도되성의 발달 과정에는 부모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선행연구들에서 밝

히고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역할채택의 기회”가 도덕성의 발달

과 도덕적 추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발달에도 각

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래와 그 밖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상호작용 속

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논의들은 앞으로 더 많은 타당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중심

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이론의 검증이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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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ersonality and
Morality in Early Childhood

Sung-Sao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researche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ersonality and morality in early childhood. Children’s family interactions were

analyzed as to its relations with personality and morality development.

Review o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has been focused on psychoanalysis,

social-learning approach and structural-developmental theory. And recent develpmen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on moral develpment are reviewed. Psychoanalytic

theory, Hogan’s socioanalytic theory, Haan’s interactional theory and Lifton’s morality

template have been analytically reviewed. The relations between parent’s discipline and

children’s moral development are investigated as to its context ofhome education.

On the bases of these review, influences of parent’s discipline and home education on

children’s moral development are examined. Also guidelines for parent’s appropriate behavior

helping children’s moral development are discus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