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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유교의 전통적 가치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인이 인식하

고 있는 정직의 의미를 해석학적 및 경험적인 방법으로 개념화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부정직 행위의 동기와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을 분

석하여 갈등해소 방식을 유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인

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122명과 대학원생 57

명을 대상으로 정직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후,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5개 범주로 구성된 정직 개념도를 개발하

였으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정직 인식의 중요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부정직 행위 유형에 관한 연구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총 536명으로부터 수집한 부정직 행위 사례를 11개의 유형별 코딩 

체계로 분류하여 발달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앞의 두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비교 종합한 후 한국인이 흔히 겪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사례 

및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1,091명을 

대상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을 묻는 질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달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

여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방식 모형을 유형

화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은 ‘진실성’, ‘준법성’, ‘충실성’, ‘정의성’, ‘원칙

주의'의 5개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모든 연령 집단에서 '진실성'을 가장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원칙주의’를, 낮을수록 ‘준법성’

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차이에서 남성은 ‘충실성’을, 여성은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부정직 행위의 동기 유형은 성별에 따라 다르고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행위 대상과 관계의 폭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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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 행위는 개인-내적 동기 유형에서 대인-관계적 동기 유형으로 범위가 확

대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부정직 행위의 경우, 남성은 돈이나 물질과 같은 

구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여성은 대인관계나 자존심과 관련된 추상적 이

익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부정직 행위의 대상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가족에서 가족 외 관계로 삶의 반경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으며,

부정직 행위 유형도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은 오륜의 관계 유형

과 연령 및 성별 그리고 딜레마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오륜의 가족과 

친구관계에서는 부정직 행동을, 그 외의 관계에서는 정직행동을 선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직 행동 선택은 증가하고 정

직행동 선택은 줄어들었으며, 성별에 따라 남성은 적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을,

여성은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초 중학생 시기는 정직 행동을 선택

하다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따라 회피,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이 부정직 

행동 선택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넷째, 행동선택에 대한 정당화 방식은 오륜의 관계 유형과 연령 및 성별, 딜

레마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오륜의 부자관계에서는 전통적 가치, 친구관

계에서는 자기이익, 부부와 장유관계에서 공리주의, 그 밖의 관계에서는 자율

성과 일치성으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

아지면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비율도 높아지며 동시에 자기이익, 공리

주의, 자율성으로 정당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었다. 정당화 방식의 성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남성은 친구관계의 반사회적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로, 여성

은 부부관계의 친사회적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를 정당화 기제로 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딜레마 상황별로 가족 외 관계의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부정직 행동에 대해서 공리주의나 자기이익으로 정

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관계의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모든 연령

에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며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방식은 갈등 상황에서 행동선택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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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 방식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요소와 개인 내적 요소를 통합하여 갈등해소 

유형화 모형으로 구조화하였다. 사회문화적 요소는 전통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정당화 방식과 딜레마 상황을 통해 반영하였고, 개인내적 요소는 연령 

변인을 고려하였다. 유형화 모형에서는 정직 행동 곡선과 부정직 행동의 정당

화 방식 곡선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정직과 가장 큰 갈등을 보이는 전통적 가치는 초등학생은 

부자사이의 ‘효’, 중학생은 친구사이의 ‘우정’, 고등학생은 선 후배사이의 ‘의

리’, 대학생은 조직에서의 ‘충’, 성인은 부부사이의 ‘신의’로 연령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형화 모형에서는 전통적 가치, 관계 유형, 사회적 맥락

을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요소와 개인 내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직과 전

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 가치라는 사회문화적 요소와 오륜의 관계 유형 및 

반사회 친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인의 정직 부정직 행위에 

관한 입체적인 해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직에 대한 개념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갈등해소방식에 관한 실증적

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직행동을 고양하기 위한 새로운 도덕 교육의 방향

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의 정직 부정직 행

위에 관한 향후 연구는 실제 행위가 발생한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심층 면담 

및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그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를 통

해 개인 수준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덕목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보다 통합적인 정직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정직, 전통적 가치, 오륜의 관계, 갈등해소방식

학번 : 2008-3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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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도덕성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채 근대적 

가치 속에서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고 도덕적 발전 방향을 상실하였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문용린, 1990; 손봉호, 1993; 정범모, 2002; 추병완, 1993; 한국일

보사설, 2011. 5. 28 등). 한국사회의 도덕적 위기로 인한 문제는 해마다 그 심

각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와 부

정부패의 문제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결과보고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국제

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2008년 5.6점 이었던 것에 비해 하락하였고, 국가별 순위도 43위로 

이전 해(39위)보다 4단계 하락하였다(국제투명성기구, 2011).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위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직성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정

범모, 2004).

정직교육이 정규 도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창의 인성교육의 핵심적

인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는(문용린 외, 2010) 등 정직성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직성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에 의

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45.8%만이 ‘정직’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한국투명성기구, 2008). 이렇게 정직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유교의 전통적 가치가 논의되기도 한다. 한국인은 92%가 자기의 종교와 상관

없이 유교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Koh, 1996) 우리 

사회에서 ‘도덕’이나 ‘덕’, ‘윤리’는 유교의 전통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

다(정탁준, 2004). 또한, 우리 사회는 유교의 전통적 가치로 인해 개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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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함으로써 비합리적 인식을 초래한다(한덕웅, 2004).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민족의 공동체 내에서 형성

된 것으로 한국인의 마음과 행동,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어 왔으며(차

재호, 1994; 한덕웅, 2001, 2002, 2003, 2004),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덕목을 통

한 덕성 함양과 실천적인 덕행 교육을 통해 우리 삶에 오랫동안 직접적인 영

향을 주었다. 이러한 유교의 전통적 가치 중 우리 삶의 규범으로 윤리적 실천

방안을 제공한 대표적 가치로는 오륜(五倫)이 있다(안외순, 2005). 오륜(五倫)은 

효(孝), 충(忠), 별(別), 서(序), 의(義)를 의미하며, 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 

등 대인 관계에 기초한다.

오륜을 비롯한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본래 우리의 삶에서의 대인관계와 사

회 속에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

을 지니고 있지만, 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 관계에 기초한 가치를 강조하

여 가족, 혈연의 관계를 중요시하는1) 가족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의 배타적 

1) 2005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신뢰의 반경이 매우 

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ukuyama(1996)는 신뢰의 반경이 좁은 사회는 신뢰 대상이 가족과 

친지 등 가까운 관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한국인의 경우 99.3%가 가족을 신뢰하고, 84%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등 가까운 관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OECD 12개국 평균(86.9%)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처음만난 사람과의 신뢰 격차에

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인은 13.4%만 신뢰한다고 답했으나 OECD 12개국 사람들은 

33.9%나 신뢰한다고 하였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

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림] 신뢰의 반경(%)

출처 : World Values Surve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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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추구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부정부패, 비리 행위로까지 연결되기

도 한다(김시업, 김지영, 2006; 월간조선, 2011. 8; 한덕웅, 2004). 이렇게 관계 

지향적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사적윤리이기 때문에 친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위법이나 부정직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부도덕하다고 인

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죄책감을 둔화시킬 수 있다(곽덕주, 2005). 이와 같이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정직'이라는 규범의 의미를 이해하는 행위와 '정직 행

동'을 선택하는 행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맥락에서 근대사회의 시민윤리로 요구되는 도

리인 ‘정직’이 ‘전통적 가치’의 도리에 비추어 어떠한 개념으로 인식하는지, 우

리 사회의 맥락 속에서 ‘정직’과 ‘부정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직과 부정직 

행위를 선택할 때에 유교의 전통적 가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C. Bohlon, New York Times, 2000. 1. 30.2); Turiel, 2002).

한편, 지금까지의 ‘정직’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개인 내적 변화의 문제로 정직을 살펴보는 관점과 사회문화적 가치

로서의 정직을 탐구하는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인 내적 변화의 문제로 정직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인간 행동

의 보편적 발달 관점에서 정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거나 도덕적 판단능력의 

발달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김경희, 1999, 2000; 우남희, 이은정, 2004;

Bussey, 1992; Hartshorne & May, 1928; Kohlberg, 1963; Peterson, 1995;

Peterson et al., 1983; Piaget, 1932/1965; Strichartz & Burton, 1990). 이러한 

관점에서는 주로 연령과 성차를 고려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연령의 경우

에는 연령에 따라 부정직 행위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비교적 일관

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경희, 2004; Bussey, 1999; Gervais et al., 2000;

Lee, Fu, Xu, Cameron & Chen, 2001; Lewis, 1993; Peterson & Seeto, 1983).

그러나, 성별의 경우에는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구슬기, 2010; 김현정,

2) 러시아 전쟁 당시, 체첸 공화국에서 젊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무릎 쓰는 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여 뇌물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아들의 징병을 회피하

였다. 그들은 대부분 정직과 신뢰에 가치를 두는 중년의 성인이었는데, 이들은 전쟁이 러시

아를 위해 싸우는 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C.Bohlon, New York Times,

200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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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자, 2003; Grinder, 1964; Lewis et al., 1989; Polak & Harris, 1999)와 이와 

상반되는 결과인 남녀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박영아,

2008; 신미양, 2003; 오유리, 2008; Bigelow, 2008; DePaulo et al., 1993;

Talwar, 2002 등)가 병존하고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발달론적 관점의 연구는 정직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개인 

내적 변인만을 고려하고 있어 사회와 문화, 특수한 상황에 의한 가치 형성과

의 연관성을 간과하여 정직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

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개인 발달 측면에서의 연구 관점

이 지닌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 보다 복합적으로 정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비교문화적 관점

에서 정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양은 집단주의의 가치로, 서양은 개인주의

의 가치로 인해 정직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Fu, Lee, Cameron, & Xu, 2001; Lee, Cameron, Xu, Fu, & Board, 1997;

Lee, Xu, Fu, Cameron, & Chen, 2001). 즉,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적 권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Bussey, 1999; DePaulo & Bell, 1996; DePaulo &

Kashy, 1998; Lee & Ross, 1997; Sweetser, 1987), 동양 문화에서는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집단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Bond, 1986). 이

는 각 문화권별로 중요시하는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로 서로 다른 정직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이분법적 접근법(Lee, Xu, Fu, Cameron,

& Chen, 2001; Lee et al, 1997, 2001)으로는 개별 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최근 도덕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내적 발달에 초점을 

맞춘 발달론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이 지닌 각각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

한 대안적 관점들이 제안되고 있다. 예들 들어, 신경학적 접근(Narvaez &

Vaydich), 언어학적 접근(Haste & Abrahams), 정의공동체적 접근(Frimer &

Walker), 도덕적 인간상 접근(Oser, Althof & Higgins-D'Alesandro), 사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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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으로 도덕적 기능(Lapsley & Narvaez, 2004), 사회문화적 영역이론

(Nucci, 2001; Turiel, 1983), 문화발달연구(Jensen, 2008, 2011), 역동적 체계모형

(DSA: Dynamic Systems approach) (Kim & Sankey, 2009) 등이 대안적 접근

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대안적 접근은 Kohlberg의 보편적 도덕성 발달이라는 가정에서 벗어

나 ‘도덕성의 작용(moral functioning)'과 ‘문화적 특수성 및 다양성’의 현상적,

경험적 측면을 연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접근에 대해 살펴보면, 사

회인지적 접근으로 도덕적 기능 연구는 사회정보처리의 인과적 메커니즘과 구

조에 근거하여 도덕성을 설명한다(Lapsley & Narvaez, 2004). 이들은 도덕성의 

작용에 대하여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특질과 환경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

한 설명으로 정직성 연구 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역이론

(Nucci, 2001; Smetana, 2005; Turiel, 1983)은 정직행위를 도덕적, 인습적, 개인

적 영역의 상황에 따른 사회규범의 결정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

여 사회규범과 개인의 선택이 연계된 복합적 체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문화발

달(cultural-developmental) 연구는 자율과 공동체, 그리고 신성에 관련된 도덕

적 동기부여를 통해 여러 문화에 걸친 문화특수적인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Jensen, 2008, 2011). 덧붙여 역동적 체계모형은 도덕성의 작용을 양적인 변화

와 더불어 경험과 맥락의 변화가 창발적으로 일어나는 비선형적이고 질적인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Kim & Sankey, 2009).

이처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도덕심리 연구들은 개인 내부의 보편적 도덕 

발달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나라의 

정직성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영역이론을 바

탕으로 개인차원의 도덕성 설명을 넘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유교적 전통가

치라는 인습적 영역의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의 정직·부정직 행위를 보다 분석

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발달 연구는 우리 사회의 문화특수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역동적 체계 이론은 사회문화

적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발현되는 정직·부정직 행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정직성에 대한 연구들은 정직 행위에 대해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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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을 뿐 한국인의 정직 및 부정직 행

위에 대해 실증적·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지발달적 관점에서 도덕 감수

성이나 도덕 판단력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정직행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덕적 동기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다(정범모, 2007). 둘째, 기존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직성에 관한 연구들이 개인적 변인에 치중됨으로써 정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셋

째, 우리 사회에서 정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가치와의 갈등에 대해 

발달적 프로파일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정직성의 발현을 저해하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가정할 수 있다(정범모, 2007).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정직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함께 정직하게 하거나 부정직하게 하는 외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병행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 유교의 전

통적 가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의 영

향을 다루는 국내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아동 또는 성인집단 등 하나의 집단만

을 대상으로 제한하거나(류정현, 2011, 이정훈, 2002; 정현주, 선미정, 2006), 충

이나 효 등 각각 단편적인 전통적 가치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연령

에 따른 발달적 경향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직과 단일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넘어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을 

개념화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부정직 행위 유형을 연령, 성별,

대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정직행위와 갈등해소 방식에 미치는 전통적 

가치의 영향을 확인하여 갈등해소 방식을 유형화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토대를 제

공하고 정직에 대한 인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과 실천적 규범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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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이란 무엇인가?

1-1. 한국인은 정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2. 정직 개념의 중요도 인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인이 경험하는 부정직 행위 유형은 무엇인가?

2-1. 연령에 따라 경험하는 부정직 행위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2-2.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부정직 행위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2-3. 부정직 행위 대상에 따라 부정직 행위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 해소 방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3-1.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은 어떠한가?

3-1-1.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3-1-2. 연령별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3-1-3. 성별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3-1-4.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의 딜레마별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3-2.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은 무엇인가?

3-1-1.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3-1-2. 연령별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3-1-3. 성별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3-1-4.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의 딜레마별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3-3.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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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정직

정직은 관점에 따라 절대적 도덕규범(Kohlberg, 1958, 1984; Piaget, 1932,

1965)이나 개인, 집단과 집단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Knapp & Comadena, 1979)라고 정의되기도 하며, 개인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Grinder, 1961)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한편,

정범모(2004)는 정직성을 사실대로 말하고, 당위대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정직이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합일된 정의를 내

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제약 하에 본 연구를 위한 정직의 개념은 정범모

(2004)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2) 부정직 행위

부정직 행위란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즉, 글로 쓰여질 수 있으며 말로 행해질 수 있는 거짓말이나 몸의 동작이나 

작은 속임수, 기만 역시 부정직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을 속이려는 의

도를 가진다면, 생략, 회피, 그리고 침묵과 같이 행위하지 않는 것(inaction)도

거짓을 낳을 수 있으므로(Cliffe, Ramsay & Barlet, 2000) 부정직 행위에 포함 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정직 행위의 개념은 남을 속이

려는 의도를 가진 말이나 행동 및 회피와 같은 행위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

3) 전통적 가치

전통적 가치는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민족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것이다(지준호, 지교헌, 2010). 유교의 전통적 가치에서 인(仁)을 

최고의 보편적인 덕목으로 삼는 유학의 가치규범과 실천규범은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기초로 하여 논의되고 있으며(신수진, 최준식, 2002; 안외순, 2005 외 

다수), 이를 토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역동적인 윤리적 실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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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오륜(五倫)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통적 가치는  

오륜(五倫)을 뜻하는 것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

(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과 같이 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관계에서의 관계에 기초한 도리라는 제한적 의미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오륜의 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의 다섯 관계를 오륜관계

라고 명명하였다.

4) 갈등, 갈등해소, 정당화 방식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개인 내적 가치 갈등으로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개인의 심리적 욕구가 동시에 만족 될 수 없는 욕구의 충돌 상태를 의미한다

(홍준형, 2008 재인용; Moore, 2003).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갈등’은 정직과 전통적 

가치가 상충되는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선택을 할 때,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

(정직 또는 부정직)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 가치 갈등

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직 또는 부정직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갈

등 해소라고 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의 이유를 정당화 방식이라고 조

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갈등 해소 방식은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선택과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5) 반사회적 친사회적 상황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반사회적 상황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로 부정직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조은경, 2002). 예를 

들어 훔치기, 속이기, 위반행동 등과 같이 규칙이나 규범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친사회적 상황은 

악의나 부당한 의도가 없고(Bok, 1978), 타인의 기분을 보호하고 관계를 지향

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목적으로 부정직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친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황이다(Talwa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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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정직과 부정직 행위, 전통적 가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및 

갈등 해소방식에 대한 개념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정직 및 부정직 행위의 개념

1) 정직의 개념

정직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

하게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논의하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정직을 절대적 도덕규범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규범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Kohlberg, 1958, 1984; Piaget, 1932, 1965). 이에 반해 상황의존적

인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정직하거나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

고 정직한 사람과 부정직한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Hartshorne & May 1932). 즉, 정직을 개인의 지속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Grinder, 1961). 정직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

는 입장에서는 개인 간, 집단과 집단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

방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Knapp & Comadena, 1979). 이처럼 다양

하게 이해되고 있는 개념들로부터 하나의 합일된 수준의 개념으로 정직을 정리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다(송명자, 1995). 이러한 전제하

에서 본 연구를 위해 문헌적 수준에서 논의된 정직(正直, Honesty)의 개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직(正直, Honesty)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

고 곧음’(국립 국어원, 2012)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가 정직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함의를 모두 보여줄 수는 없다. ‘정직(正直)’이란 말을 최초

로 언급한 서경(書經)과 시경(詩經)에서는 ‘이치에 어긋남이 없고, 왜곡됨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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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도리는 곧을 것이다’라고 하여 임금이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으로 지적하

고 있다. 또한 맹자의 인의도덕론(仁義道德論)에서는 Piaget나 Kolberg와 같이 옳

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등의 세 가지 마

음을 정직성의 기초로 보았으며, ‘정직’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서 이것을 드러내는 양심은 ‘생각지 않아도 아는 능력(良知)과 배우지 않아도 가능

한 것(良能)’으로 다루어졌다. 정범모(2004)는 정직성을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

로 하는 것, 즉 사실대로 말하고 당위대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직함을 

도덕 그 자체로 보고 도덕성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하였다.

2) 부정직 행위의 개념

정직은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치 중 하나로 도덕교육의 핵심가

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덕교육의 목표가 도덕적 행위를 촉진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처치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직이 갖고 있는 포괄적 속성 때문에 도덕 

행위의 촉진 측면보다 부정직 행위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따

라서 정직 연구는 거짓말 혹은 부정직 행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직을 위반한 행위인 거짓말하기, 속이기, 훔치기(Burton,

1976)와 같이 구체적으로 관찰가능한 부정직 행위와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개

념과 속성을 밝히고자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하기, 거짓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정직 행위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부정직(不正直, Dishonesty)’은 '마음이나 언행 따위가 바르

지 아니하며 곧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2). 그러나 부정직 행

위의 정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적, 도덕적 관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

다. Kant(1949)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진실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의무이며, 거짓말이란 진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말로 보았고, Augustine

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짓말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거짓말’이란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의도와 상관없이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과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여 해를 주는 것에 한정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Bok,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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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들 이외에 거짓말 또는 거짓행위 즉, 부정직 행위가 그것의 의도와 

상황에 의해 평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취한 학자들도 있다. Thomas Aquinas와 

Hugo Grotius는 모든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은 실생활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거짓

말에 있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 단지 청자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진 것, 거짓말

로 여겨지지 않는 것 등이 존재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Bok, 1978). Erasmus와 

Sidgwick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거짓행위는 반드시 필요하

고 도덕과 관련이 없는 거짓행위는 해도 된다고 하였다. 대신 이러한 거짓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지배적이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

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ussey, 1999).

또한 거짓 진술과 행위는 당하는 상대방의 인식에 근거한다(Knapp &

Comadena, 1979)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거짓(deceit)을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와 속이고

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Ekman,1985). 따라서 철학자들의 논쟁에 의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정직해야 하지만,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거짓된 행위가 용인되기도 한다.

인간의 거짓행위에 대한 도덕 철학적 이론이 논쟁을 거듭해 온 한편 심리학 분

야에서는 부정직과 거짓행위를 주제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정직을 다루었다

(Hartshorne & May, 1928; Piaget, 1932). 임상 심리학에서는 문제행동으로서의 부

정직 행위를 주로 다루었고(Stouthamer-Loeber, 1986), 사회심리학에서는 거짓말과 

인성, 상황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DePaulo et al., 1996; Jensen et al., 2004;

Kashy and DePaulo, 1996).

심리학적 관점에서 거짓행위연구의 선구자역할을 해온 Hartshorne &

May(1928)는 ‘인격교육연구(Character Education Inquiry)’에서 정직을 중요하게 다

루었다. 그들은 ‘속임수에 대한 연구(Studies in Deceit)’에서 정직을 단일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간주하고 시험부정행위, 거

짓말하기, 훔치기 행위 등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후, 정직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 행위인 속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훔치지 않기 등의 행위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강봉희, 1999; 김동복, 1991; 이은정, 우남희, 2002, 2004; Bussey,

1992; Burton, Maccoby, & Allinsmith, 1961; Morgan, 1937).



- 13 -

이렇게 Piaget(1932)의 연구 이전에는 아동의 거짓말이나 거짓행위를 주로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Piaget는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 도덕적 이해와 

판단에 기반을 두고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 초 발달심리학

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Bussy, 1992; Peterson, 1995;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Strichartz & Burton, 1990). Piaget는 거짓말 인

식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아동의 거짓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인지적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거짓말

에 대한 개념 및 판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후 Strern, Strern &

Lamiell(1999)은 거짓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

면서 상대방에게 믿게 하고자 사실인 것처럼 꾸민 발언의 행위로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를 거짓행위

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Miller & Stiff, 1993).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부정직 행위란 남을 속이려는 의도

가 내재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글이나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짓말, 몸의 동작이나 작은 속임수, 기만 역시 부정직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생략이나 회피 그리고 침묵과 같이 행위하지 

않는 것(inaction)도 거짓말을 낳을 수 있으므로(Cliffe, Ramsay & Barlet, 2000) 부

정직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과 거짓행위 등을 모두 

포괄하여 부정직 행위로 정의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직과 부정직은 사회적 현상

으로서 일상생활의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관여되어 있으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어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어

렵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구성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정직성 훈육방식에 대한 우리나라와 호주의 비교 문화연구

에서 호주 부모가 ‘거짓말하지 않기’를 가장 바라는 가치로 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 부모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최현자, 1996)가 그 예 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의 정직 부정직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인식하는 정

직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해석학적 및 경험적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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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직 행위 유형

1) 부정직 행위의 발달에 관한 연구

(1) 연령에 따른 부정직 행위의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거짓말의 발달은 주로 연령과 관련지어 연구되었는데, 이는 거짓말 연구의 근

간이 되는 도덕성 연구들이 대부분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발달론적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인지발달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도덕 판단 능력으로 간주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질적으로 구분되는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보고 있다. 즉, 낮은 연령에서는 복종해야하는 고정

불변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 벌을 받게 되며 벌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연령이 올라가면서 융통성을 가

지고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직 행위는 일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부정직 행위를 다룬 체계

적인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부정직 행위에 관련해서는 거짓말 개념의 발달이

나 부정직 행위에 관한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 거짓말 탐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Depaulo., Irvine, Jordan, & Laser, 1982; Feldman,

Devin-Sheeham & Allen, 1978, Talwar et al, 2002, 2007).

거짓말과 거짓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거짓말 행동이 거짓말과 진실에 대한 아

동들의 개념적 이해와 도덕적 이해가 나타나는 취학 전에 나타나며, 학창 시절을 

통해 빠르게 발달한다고 설명한다(Peskin, 1992; Talwar & Lee, 2002a 2002b;

Talwar, Murphy & Lee, 2007; Talwar, Lee, Bala & Lindsay, 2004). 예를 들어 아

동은 3세 정도일 때에는 거짓말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의 개념적, 도덕적 이해를 

보여주지만, 10세 이상에서는 의도를 고려하여 거짓말을 분류하고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등 보다 성숙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단연구에 의하면 거짓

말은 7~8세부터 급속히 늘어나며(Gervais et al., 2000), 거짓말에 대한 인식은 연

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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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거짓말 판단의 차이가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만, 6, 8,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말을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Peterson & Seeto,

1983),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사회적 거짓 행동은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김경희, 1999). 또한, Lee와 Ross(199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청년들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거짓말보다 해치려는 거짓말을 더 나쁘다고 판단

하였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관념 발달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인간 상호작용 

영역에서 아이와 어른에 의해 도덕적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Bussey, 1999; Fu, Xu, Cameron, Heyman & Lee, 2007; Perkins &

Turiel, 2007).

발달심리학 분야의 거짓말과 거짓행위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인지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함의와 법적, 치료적 그리고 교육적인 실생활에의 

적용 관점에서 관심을 받았다(Chagoya & Schkolne, 1986; Goodman et al 2006;

Lyon, 2000; Stouthamer-Loeber, 1986; Strichartz & Burton, 1990; Talwar, Lee,

Bala & Lindsay, 2002, 2004). 이러한 연구는 개념적, 도덕적 이해의 관점에서 개

인 내부의 기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에는 제

한적이었다. 이에 최근에는 서양과 중국의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개

인주의와 겸양(modesty)이라는 공동체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도 하였다(Lee, Cameron Xu, Fu & Board, 1997).

그러나 정직 부정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 인지적 요인(마음이론, 실행기능, 아동들의 

개념적 도덕적 판단, 친밀감)과 거짓말의 관계를 조사한 일부 연구들이 있기는 하

지만, 단순히 상관관계만을 보고하고 있다(류정현, 2011; 이효정, 2010; Talwar &

Lee, 2008).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연령에 따라 

부정직 행위 즉, 거짓말과 거짓 행위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조사한 종

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찾기가 힘들다.

(2) 성별에 따른 부정직 행위의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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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 행위의 성별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직의 상위개념인 도덕성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Grinder(1964)는 연령과 유혹에 대한 저항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 남아들은 규칙준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아는 연령이 올라가면서 규칙준수 경향이 높아졌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 연구에서도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정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김현정, 조숙자, 2003; Polak & Harris, 1999).

국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저학년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연령이 올라가면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경향

을 제시하고 있다(양돈규, 성옥련, 1994; 이선인, 1992).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과와는 반대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한

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구슬기, 2010; Lewis et al., 1989), 거짓말

에 있어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박영아, 2008;

신미양, 2003; 오유리, 2008; Bigelow, 2008; DePaulo et al., 1993; Talwar, 2002).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거짓말이 남성들의 거짓말보다 더 잘 

탐지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DePaulo et al., 1985; Forrest et al., 2004),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199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형식적 도

덕성의 지체로 인한 것이라기 보기보다는 Turiel(1975)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인습

(convention)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사회적인 거짓말 행동(예를 들어 컨닝, 성적 폭로, 절도와 같은 

규칙위반 사항)은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결과들이 발견되고 있다

(Cauffman et al., 2000; Feldman et al., 2000; Jensen et al. 2002; Jessor & Jessor,

1977; Keltikangs-Jarvinen & Lindeman, 1997). 이처럼 거짓말 행동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대해 조사했던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부정직 행위유형과 행위대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

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도덕성에서의 남녀 차이는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관련지어 설

명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들은 대체로 남아보다 여아에게 자기조절 능

력이나 인내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데, 여아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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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회화에 대해 남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내면화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

다(Kochanska, 1997). 양육자가 제시한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남아보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고(구슬기, 2010; 홍경선, 김영희, 2005),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더욱 당황해 하는 경향이 있다(Lewis et al.,

1989). 그렇기 때문에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신이 위반한 행위를 숨기고 이를 부

인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Walker 등(1987)의 연구에서 발견된 성별 차이는 순수한 성별 차이라

기보다는 딜레마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딜레마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는 배려를,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공정을 주

로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백혜정, 2004).

위와 같은 선행연구로부터 성별 사회화 정도에 따라 정직에 대한 개인의 신념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정직·부정직 행위의 차이

에 대해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직 행위에는 성이라는 개인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적 딜레마 상황과 대상과의 관계 수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2) 부정직 행위 유형에 관한 연구

부정직 행위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성인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거짓말 범주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종종 있어왔지만

(Hample, 1979; Linkold & Walters, 198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범주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거짓말은 우선 사실, 사물,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야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하는데

(조은경, 2002), 취학 전 아동은 정서인식과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말과 부정직 행위는 동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

화되어 있다. 동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부정직 행위 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은 <표 Ⅱ-1>과 같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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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부정직 행위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 학자 구분근거 부정직 행위 유형

Piaget

(1932/1965)
•의도

• 6세-10세

: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것과 

의도적이고 비의도적인 것 

간의 차이가 없는 것

• 10세-11세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거짓말

Morgan

(1937)

•거짓행위상황

7가지 유형
- 유희적인 거짓말, 혼란, 허영, 악의나 보복, 변명, 이익, 충실함

Burton

(1976)

•판단, 행위,

정의적 특성 

3차원으로 분류

-행위: 속이지 않기, 거짓말 하지 않기, 훔치지 않기

-정의: 죄의식, 갈등

-판단: 행위로 이행되는 양상

Ackerman,

Kappleman

(1979)

•5유형으로 

분류

-예비적 거짓말(exploratory lie), 벌칙을 피하기 위한 숨기기 위한

거짓말(cover-up lie), 새빨간 거짓말(whopper lie), 뻔뻔스런 

거짓말(blatant lie), 상상 거짓말(fantasy lie).

Ekman

(1985)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

•

2차원

으로 

분류

해도 되는 

거짓말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되는 행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행위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

-이기적인 거짓행위

-타인에게 해를 주기위한 행위

Peterson &

Seeto

(1983)

•piaget의 

방법을 양적으로 

측정

•연령 차이에 따른

거짓말

-과장

-맹세(서약)

-연령추측 

-방향추측

•의도적 거짓말

-자기방어적

-중립적 결과,

-자기방어적

-처벌적 결과

-자기보호적

•욕구에 따른 동기

-선의의 거짓말,

-이타주의

Stouthamer-L

oeber, Postell,

&

Loeber(1985)

•5가지 

유형으로 분류

-변명하는 것을 아이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보호(6%)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모든 이유 중 44%)

-이득이나 이익(14%), -돈(15%), -재미나 놀이(10%)

Gnepp &

Hess(1986)

• 2차원으로 

분류

-자기 보호적 거짓말

-친 사회적 거짓말

Peterson

(1993)

• 3차원으로 

분류

-이타적 거짓말, -농담과 같은 거짓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

Bussey

(1999)

•도덕적 강도에 

따라 3차원으로 

분류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의 거짓말

Lee와 

동료들(1997)

•의도에 따라 

2차원으로 분류
-친사회적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

Mikulay and

Goffin(1998)

•Dishonesty

측정을 위해 

5차원으로 분류

-컨닝, -기만(Deceiveing), -훔치기, -반사회적 행위

(Counterproductive Behaviour), -속이기(Debriefing)

Jensen(2004)

•동기에 의한 

13가지 유형으로 

분류

-자기이익, 일치성(conformity), 인지된 불공정 시정, 심리적 성격,

자율성, 친사회적, 자신에게 해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피하기 위해, 발각을 피하기 위해, 도전(진실을 의심하기), 사

전의 경험(이력), 관계유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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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8)

•Perkins &

Turiel(2007)의 

3영역 중심으로 

유형화

-도덕영역 공정성 유지, 타인의 복지

-개인영역 개인적 선택, 관계 유지

-사회 및 관습 영역 조직의 기대, 조직의 이해, 부당한 통제

문용린,

장희선,

류정현

(2010)

•동기와 원인을 

토대로 유형화

지

향

구체적 욕구 생리욕구, 유희, 물질, 편의 지향

사회적 욕구 성취, 허영, 관계 지향

회

피

구체적 의무 학습, 처벌 회피

사회적 의무 관계, 책임 회피

거짓말 유형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유형을 구분하기보다는 거짓말 하는 

빈도 수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거나(MacFarlane, Allen & Honzik, 1954) 환

상(fantasies)과 윤색(embroideries)의 가짜 거짓말과 진짜 거짓말(real lies)로 

구분하였다(Newson & Newson, 1976). 그러나 부정직 행위는 실제로는 상황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동기를 구분하고 발생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부정

직 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Morgan(1937)은 거짓행위의 유형을 상황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였다. 그가 

분류한 7가지 유형은 놀이맥락에서 나타나는 유희적인 거짓행위, 어떠한 사건

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을 때 혼란으로 인한 거짓행위, 자기에게 주의를 끌

기 위한 거짓행위, 혐오에 의해서 일어난 악의적·보복적 거짓행위, 처벌을 받

지 않기 위한 변명적 거짓행위, 다른 사람을 변명하기 위한 편의적 거짓행위 

등이다.

한편 Ekman(1985)은 거짓(deceit) 행위의 의도에 주목하여 해도 괜찮은 거

짓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거짓행위로 나누었는데, 해도 괜찮은 거짓행위는 다

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행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행

위 이다. 반면에 해서는 안 되는 거짓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 위한 

거짓행위와 자기 실속만을 차리기 위한 거짓행위이다.

마찬가지로 Peterson 등(1993)도 거짓행위를 처벌을 면하기 위한 거짓행위,

선의의 거짓행위, 이타적인 거짓행위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Gnepp & Hess(1986)가 제안한 두 가지 정서조절 동기가 반영된 경우와 비슷

하다. Gnepp는 거짓말을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 자존감을 보호하고자 하

는 자기-보호적인 동기와 타인의 기분과 관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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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부정직 행위는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를 간과

하고는 유형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

루고 있는 부정직 행위의 동기는 반사회적이냐, 친사회적이냐 하는 상황에 따

른 의도이다. 먼저 반사회적인 상황에서의 거짓말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을 방

해하거나 상처를 입히며 규칙이나 질서에 위반되는 자신의 위반행동을 숨기려

는 반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훔치기, 속이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되었다

(Bussey, 1992). 반면 친사회적 상황에서의 거짓말은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

거나 부당한 의도가 없는 거짓 진술로(Bok, 1978), 타인의 기분을 보호하고 관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목적을 가진 형태이다. 예를 들어 선물이 마

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심지어 선물이 마음에 드

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이 그러한 거짓말의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회적 거짓말(예, 비행이나 거짓을 감추는 행위)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부정적이

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Talwar, 2002), 심지어 중

요한 사회적 소통의 규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분류되지 않기도 한다

(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Sweetser, 1987).

Bussey(1999)는 Lee 등(1997)이 사용한 연구방법을 기초로 거짓행위의 유형

을 반사회적 거짓행위, 선의의 거짓행위, 장난의 거짓행위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반사회적인 거짓 행위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그 다음으로 장난의 거짓행위, 선의의 거짓행위 순서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아동들이 거짓행위를 유

형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며, 선의의 거짓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많이 발생하므로 아동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친사회적 유형을 대인관계 유형(Lee, Fu, Xu,

Cameron & Chen, 2001), 사회적 유형(김경희, 1999; Fischer & Lamborn,

1989), 선의의 거짓말(Bussey, 1999) 등의 용어로 정의하며 딜레마 상황의 차이

에 따른 거짓말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유형이라는 용

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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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유형의 발달적 변화를 다룬 국내 외 연구들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 반사회적 친사회적 거짓말이 모두 증가하며 특히 친사회적 거짓말

과 친사회적 거짓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희, 2004; 손은

경, 2001; 우남희, 이은정, 2004; 이근옥, 2001; Bussey 1999; Lewis, 1993). 이러

한 결과는 친사회적 거짓말이 성인의 사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의 공

통적인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자와 화자간의 친화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DePaulo & Kashy,

1998).

한편, 정직성에 관한 비교문화연구에서는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의 사

회문화적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딜레마 상황에 따라 부정직 행위 유

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Lee, Xu, Fu, Cameron, & Chen, 2001;

Lee et al 1997, 2000). Lee 등(1997)이 중국 아동과 캐나다 아동을 비교 연구한 

결과, 중국 아동들은 캐나다 아동들보다 친사회적인 거짓행위에 대하여 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인보다 사회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중국 

문화의 특성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예의를 강조한 상황에서는 대인관계 유형

의 거짓말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Lee, 2000), 이러한 도덕 판단의 차

이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Talwar & Lee, 2002). 우리나

라도 아시아 문화권 특유의 어른에 대한 공경과 관련된 규칙을 중요하게 받아

들이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부모의 영향을 받은 아동들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관계 유형의 부정직 행위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김경희, 2004; 류정현, 2011; 우남희, 이은정, 2004).

최근에 Jensen(2002, 2004)은 부정직 행위의 동기 유형을 13가지로 분류하였

다. 그가 분류한 13가지 부정직 행위의 동기는 자기이익, 일치성, 인지된 불공

정 시정, 심리적 성격, 자율성, 친사회적, 자신에게 해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피하기 위해, 발각을 피하기 위해, 도전(진실을 의심하기), 사전의 경험(이

력), 관계유지, 기타 등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부정직 행위유

형 분석을 토대로 신성, 공동체주의, 자율성의 차별적 윤리 문화 발달론을 제

안하였다. 이를 국내에 적용한 문용린, 장희선, 류정현(2010)의 연구에서는 부

정직 행위의 벡터성(지향-회피)과 욕구의 속성(구체적-사회적 욕구/의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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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11개의 행위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동기와 의도를 기준으로 한 부정직 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는 그 사

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직 행위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사회문

화적 배경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의 차이 연구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요인들

이 여러 유형의 부정직 행위에 대한 특별한 규준이 발달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정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

화적 요인을 동서양의 문화 차이 즉,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이분법으로 설명

하고 있어 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단순화시키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소중히 하고 사회적 선과 개인적 희생을 

중시하는 사회(Bond, 1986; Dien, 1982; Ho & Chiu, 1994)이며, 아동들도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교육된다(Davin, 1991; Domine & Hannah, 1987; Hayhoe,

1984).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경험에 

따라 여러 유형의 거짓행위를 경험하면서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므로 사

회문화적 요인이 상황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부정직 행위 유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전통적 가치의 개념

1) 전통적 가치의 개념 및 특징

전통(傳統)적 가치는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민

족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 발달에 긴밀히 관계하

면서 영향을 미치고 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자자손손으로 대를 

잇는 역사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지준호, 지교헌, 2010).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체계로서 영향을 

미쳐온 유학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시도되어온 정체성 규명노력에서도 한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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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전히 유교의 전통적 가치에서 찾고 

있다(김일곤, 1997). 지금까지 문헌고증과 실증연구를 통해 정리된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 가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류수영, 2007 재구성).

첫째, 충과 효를 강조하며 가족을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강조하는 가족주의

적 집합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신수진, 최준식, 2002). 이와 같은 사회에서

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조상숭배를 비

롯한 가문의식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仁)이 우리나라에서는 정(情)으로 드러난다(이규

태, 1977). 한국인에게 정(情)은 서로의 관계성을 규정짓는 척도로 작용하여 애

증, 호불호, 친소 등의 이분법적 판단을 낳았다. 즉, 유교적 전통 윤리는 관계

망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져야하는 구체적 상황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관계망이라는 것이며, 특히 인간간의 관계

가 그 관계망의 중심에 있으므로 한 개인이 윤리규범을 철저하게 지킴에 앞서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먼저 살피어 그 관계에 맞게 행위 하는 것이 바른 생

활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타인의 범법 행위를 목도할 때면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하는 윤리규범의 준수에 앞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수한 인간관계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간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 행위

가 됨을 나타낸다.

셋째,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의(義)와 예(禮)의 강조는 명분을 중요시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원리로서 구성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며, 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의가 

지켜져야 한다. 이처럼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했던 우리 사회의 전통은 명분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행위방식을 낳았다. 한국인에게 명분은 개인에게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 또는 소속집단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게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체면이 깎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불이

익을 줌으로써 사회질서유지의 수단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仁)은 또한 중용으로 표현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화의 강조는 개인 자체보다는 집단과 연결되는 관계를 

중시하는 이중적 개인, 집단, 가문, 집단적 문화를 발전시켰다(임태섭,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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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도덕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중심의 윤리이자, 상황중심의 윤리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중심의 윤리, 관계중

심의 윤리는 유교윤리의 특성이기도 하다.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다양한 실천적인 가치와 덕목을 표방하고 이들 가치

와 덕목 사이에는 상호 유기체적인 관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仁)을 최고

의 보편적인 덕목으로 삼는 가치규범과 실천규범은 상호주관적인 관계

(inter-subjective relations)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봉진,

1997; 류수영, 2007 재인용). 따라서 유교에서 사람은 부자, 부부, 군신, 장유,

친구의 관계 하에 놓이게 되며, 관계를 위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윤리적 실천

방법인 오륜(五倫)을 제시하고 있다(김석근, 1998).

오륜은 윤리적 행위의 여부가 관계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관계적 윤리관

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

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5가지를 의미한다. 이는 아

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道)는 효(孝)에 있으며,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忠)

에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인륜(人倫)의 구별(別)이 있으며, 어

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序)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는 믿음(義)에 

있어야 한다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도리이다(안외순, 2005). 이처럼 오륜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성에 기반하

고 있으며, 개인의 인격적 도덕성을 중요시 하고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밝혀 

주는 등 도덕규범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오륜의 관계적 맥락에서 보면 한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도덕

적 행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버지-자식 관계 속의 사람인지,

아니면 직장상사-부하관계 혹은 친구관계에 속한 사람인지가 결정되어야 알 

수 있다. 이 관계를 무시하고 도덕원리에 입각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위를 

한다고 하여 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국인의 정직 행위와 부정직 행위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선함과 악함이 인간

관계망을 넘어서 있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인간관계에서의 도리인 ‘오륜’으로 제한

하여 다루고자 한다.



- 25 -

2) 유교의 전통적 가치의 영향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국내

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실증적인 비교문화연구(Hofstede,

1980)에서도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이며 그 중에서도 수직적 사회로 분류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매우 강한 유교적 전통

을 간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다양한 관행과 

정서, 그리고 신분질서에 바탕한 교류행위를 보이는 양상으로 인해 그와 같이 

분류된 것이다.

유교적 전통주의에서 도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대표적 문화요인으로는 

집단주의와 그 형태로서의 가족주의 성향이 언급된다(김재은, 1987; 최봉영,

1994 등). 한국인의 자기는 ‘가족 속에 있는 나’로 미국의 ‘개인으로서의 나’와 

확연히 구분되며, 한국 대학생의 자기애는 서구의 대학생들보다 집단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Choi, Kim, & Choi, 1995; Rhee, Uleman, Lee, & Roman,

1995). 특히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서구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동정 혹은 감정이입과는 다른 심리적 요소를 경험한다(최상진, 2000). 부모-자

녀 간 희로애락은 일체감과 동일체 의식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가 자녀에게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부모는 자

녀에 대해서 유친, 혈육의식, 희생 및 근심의 심리를 지니는 반면, 자녀는 부모

에 대해 유친, 보호의식, 측은감 및 부담감의 심리를 보인다고 하였다(최상진,

2000).

유교문화의 영향은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도 나타난다(한덕웅,

1994, 276-291).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계 중심적 인간관이 지배적이어서 개인

은 집단에 의존하고 집단과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을 억제하고 다른 개인과 

협동할 것이 권장된다(조긍호, 1993). 즉, 유교적 전통은 개인적 이득보다는 겸

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한다(Ding, 2006; Tan &

Chee, 2005).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로부터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구성원간의 어울림

이 강조되는 집단주의 문화이며, 이러한 문화는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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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집단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조장하고 개인의 책

임감이 결여되는 자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Yang, 1981). 즉,

집단문화의 전통적 가치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내적 욕망이나 개인적 도

덕성보다는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위 하려는 성향을 지니며, 이로 인해 

가족주의적 인간관계가 강조되고, 연고주의적 태도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Cheung & King, 2004).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욕망과 정직성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지를 확인해 봄으로

써 우리 사회의 문화특수적인 요인이 개인의 정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및 갈등 해소 방식

1)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1) 갈등의 의미

본 연구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

에 먼저 갈등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 연구는 학문분야별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 갈등이란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만족 될 수 없는 심

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Lewin은 갈등이란 ‘어떤 개인에게 두 개의 상반되는 

세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마장품웅(馬場品雄)은 갈등

을 ‘유기체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목표에 직면하여 그 목표들이 지니는 유

인가(valence)가 대체로 비슷하거나, 그 방향이 상반되는 까닭에 유기체가 어떤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이시연, 2003 재인용).

인간의 욕구와 관련하여 W. Glasser(1998)는 갈등을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

또는 같은 욕구의 두 가지 측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는 소속의 욕구, 힘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생존의 욕구 등 다섯 개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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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이 개인들의 행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근원이라고 보았

다. 이렇게 인간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갈등한다. 갈등이 

일어나면 인간은 그것을 해결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갈등유형은 일반적으로 이해갈등과 가치갈등으로 나뉘며(홍준형, 2008, 재인

용; Moore, 2003), 가치갈등은 내적 가치갈등상황, 외적 가치갈등상황, 집단 간

의 가치갈등상황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내적 가치갈등상황은 개인 내부의 심

리적 갈등을 의미하며, 외적 가치갈등상황은 개인 간의 가치 갈등을 의미한다.

집단 간 가치갈등상황은 복잡한 이해관계, 상이한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데올

로기와 문명권의 충돌로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은 개인 내적 가치 갈등으

로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개인의 심리적 욕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

는 욕구의 충돌 상태를 의미한다. 정직과 전통적 가치가 대립되는 갈등상황에

서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선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체

계에 따라 사물과 대상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된다. 또

한 개인은 어떤 관계, 조직, 사회에서 내부의 가치체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

을 경우, 얻게 될 불이익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소속된 관계, 조직, 사회에서 

정당화되고 당연시되는 행동원리에 따름으로써 성장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

기도 한다. 갈등 상황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선택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갈등 해소 방식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렇게 특정 관계, 조직, 사회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체계와의 

갈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류수영, 2007).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유교의 전통적 가치가 개인의 정직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을 살펴보고, 딜레마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을 갈등 해소 방식으로 간주하여 이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2)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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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사회 일반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일

반적으로 한국인은 개인주의보다는 사람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연계를 중요하

게 여기는 집단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한규석, 1991),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포괄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

고 있다(박영신, 2001).

전통적 가치와 정직 부정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조선시대 도덕교육을 담당

한 교재인 논어의 거짓행위에 대한 의도와 관계를 중시한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논어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에 있어서 정직이 근본이라 한 구절

(논어, 제6편, 옹야(壅也), 17장)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효(孝)를 위하여 

하는 거짓행위는 옳은 것(논어, 제3편, 자로(子路), 18장)으로 간주하고 있어(차

주환, 1998), 우리 사회에서는 공적 규범보다는 혈연이나 지연 관계에서의 사

적 규범이 우위를 차지해왔다(이승환, 1998; 최상진 등, 1998). 예를 들어, 공자

가 고향에 홀로 있는 늙은 아버지를 걱정해 세 번이나 탈영을 시도한 병사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상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낸 고사나, 아버지의 죄를 

밀고한 자식에게 벌을 준 고사 등은 한국인들이 법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감

싸기 위해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대인간의 문제이고 행위는 타인에 대

한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Haidt, Koller & Dias,

1993). 전통적 가치와 정직의 갈등에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개인의 거짓 행

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Vaughn, Huang & Ramirez, 1995). 사람들

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하며 친밀한 상황

에서 도덕적 판단을 맥락화(여러 종류의 사회적 상호작용, 예를 들면,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자기의 다른 수행 조건들)하려고 한다(Keller, 1984).

또한, 거짓행위에 있어 전통적 가치의 영향은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

타나기도 한다. 귀인에 대한 이론에서도 아시아인들은 사건의 원인에 관해 사

건을 일으킨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상황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8; Krull,

Loy, Lin, Wang, Chen, & Zhao, 1996). 특히, 우리나라 전통교육에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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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행위 규범으로서 예(禮)를 중요시하여, 예(禮)를 통한 조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차주환, 1998). 또한,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데, 「論語」<子路>(논어, 자로 제

13의 18장)에 있는 공자의 다음 진술에는 공맹유학의 윤리적 특성 즉, 상황윤

리, 관계윤리로서의 특성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목영해, 2002 재인용).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마을에 처신을 곧게 하는 자가 있습니

다.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그가 그것을 고발하였습니다.” 공자가 이에 

응하여 말하였다. “우리 마을의 곧은 자는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 줍니다. 곧음은 그곳에 있습

니다.

위의 예시에 의하면 공자에게 있어서 윤리적으로 곧음(直) 즉 옳음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며,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고발하여

야 한다’는 고정된 규범 및 도덕률을 맹목적으로 준수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

려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윤리규범의 적용에 앞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구체

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근대 사회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하는 ‘도

리’와 유교적 규범에서 강조하는 ‘도리’가 자신이 처한 맥락과 상충되지 않는

지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관계 지향적 

규범은 근본적으로 사적윤리이기 때문에 친밀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위

법이나 부정직에 대한 용인 내지 묵인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둔화

시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곽덕주, 2005). 이렇게 전통적 도리로서의 마음가

짐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덕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직 부정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재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와 관심이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오늘날 관계

와 상황 지향적 규범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가

로 막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사적 윤리인 전통적 가치의 덕목과 공적 윤

리인 시민적 덕목이 긴장과 갈등의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

황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인의 행위를 보고 단순히 서구인에 비해 도덕성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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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거나, 부정직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도덕적 영역은 문화적인 변인

이고 많은 문화권에서 상해(harm)나 권리(rights), 정의(justice)의 개념을 뛰어 

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Shweder, 1991). 다만, 우리사회에서 정직이

라는 덕목은 사적 덕목이자 시민적 덕목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아주 상이

한 행위와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가치와 정직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체적 맥락 속

에서 함께 판단되어져야할 것이며, 전통적 가치와 정직의 갈등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서구 문화권에서 자율의 논리로 설명해 온 

한계를 넘어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의 문화적 변인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과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한 실증적 이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Hartshorne & May(1928) 부터 Piaget(1932/1965)와 Kohlberg (1963)에 이르

기까지 발달심리학자들은 정직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개인의 인지 발달의 

수준 차이로 설명하였다. 또한 도덕과 정서이론에 관련된 아이들의 거짓말을 

연구하는 발달심리학적 관점도 아이들의 거짓의 개념, 평가, 유형에 따른 발달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Bussey, 1992; Peterson, 1995; Peterson et al., 1983;

Strichartz and Burton, 1990; 김경희, 1999; 우남희, 이은정, 2004). 한편, 사회

심리학에서는 거짓말과 인성, 상황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맥락 의존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DePaulo et al., 1996; Kashy and DePaulo, 1996; Jensen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전통적 가치가 중요시 되는 한국사회의 부

정직 행위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정직·부정직 행위의 문화적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동·서양의 비교

문화 연구들에서 정직성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가치의 차이임을 밝혀왔다(Fu, Lee, Cameron, & Xu, 2001; Lee,

Cameron, Xu, Fu, & Board, 1997; Lee, Xu, Fu, Cameron, & Chen, 2001; Fu,

Xu, Cameron & Lee, 2007). 유교 문화에서는 자기소멸(self-effacement),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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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 등의 가치가 정직에 비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으며(류정현, 2011; 정현

주, 선미정, 2006; Bond, 1986),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의 가

치가 정직보다 우선하여 반영됨으로써 정직에 대해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른 

갈등이 나타남을 밝혔다(Wang & Leichtman, 2000). 즉, 서양 문화권에서는 선

택할 수 있는 정보와 자유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하며, 유교 문화권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가치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정직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Bond,

1986).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와 도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

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효’,

‘친밀감’, '겸손‘ 등의 전통적 가치가 아동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김지신, 박성연, 1997; 류정현, 2011; 유가효, 1995; 정옥분, 김광웅, 김동

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 1997; 정현주, 선미정, 2006). 이러

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어머니와 그 영향을 받은 아동은 유교

적인 위계질서와 효, 공경, 친밀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또래집단에 대한 거짓

말보다 어른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

었다(김미정, 2002).

또한, ‘서열적 인간관계’, ‘전통 존중’의 항목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와 집

단적 인간관계를 한국인의 도덕적 가치갈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설

명하기도 하였다(신수진, 1998; Hofstede, 1980; The Chinese Cultural

Connection, 1987).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합리적이

고 논리적인 태도보다는 비합리적 인정에 좌우되는 성향이 강하여 대인관계나 

사리 판단에 있어 이성보다는 감성이 우세하고 공적인 요인보다는 사적인 요

인이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배용광, 변시민, 1983). 특히, 유교적 가족제도

로 인해 외부 권위에 의해 지배되고 제압되는 마음 자세가 형성되어 도덕적으

로 정당하고 규범에 부합되는 것이 권위에 의해 무시될 경우 잘못을 바로잡거

나 저항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잠재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윤태림, 1972)

덧붙여 한국인에게는 정직의 가치가 집단 화합 가치의 하위요소로 인식된

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유교적 가치인 ‘조화’ 보다 정직이 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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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권력에 의지하는 경향(충(忠))에 의해 개인의 자율성

에 의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정훈, 2002,

2008). 예를 들어, 내부 고발자가 부하직원으로서는 선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내부고발이 정의로운 행위라 하더라도 부하직원으로서는 복종하는 사람을 선

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김기범, 김시업, 2006). 이러한 현상은 

개인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내부의 역학 관계에 주목하여 논

리나 규칙 혹은 정의 등을 무시하고 강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배용광, 변시민, 198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전

통적 가치가 정직 부정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적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

다. 그러나 정직 행위가 전통적 가치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갈등 양상과 갈등 해소 방식에 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연구(류정현, 2011; 이정훈, 2002, 2008)가 있더라도 모

든 연령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발달

의 보편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관한 지속적인 이론적 논쟁(Boyes & Walker,

1988; Eckenberger & Zimba, 1997; Helwig, Arnold, Tan, & Boyd, 2003; Ma,

1988; Nucci, 2001; Turiel, 2002; Walker & Moran, 1991; Yau & Smetana,

2003)을 넘어 사회적인 관습과 정직의 가치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영향(Nucci, 2001; Triandis, 1995; Turiel, 2002; Yau & Smetana,

2003)에 관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정직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전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을 시사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정직 연구에 

대한 담론의 한계를 요약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직과 갈등을 일으키는 측면을 개인의 심리 발달적 특성으로 정당화

하고 자책하는 순환논리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본성 또는 개인의 심

리 발달적 특성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접근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 변인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 둘째, 최근 한국사회의 다양화와 세계

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인의 변화와 정직성 인식의 특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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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흡하다. 특히,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한국인들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

를 빠른 속도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도 함께 간직하면서 서구의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는데(한상필, 2001;

Cho, 1994; Shin & Kim, 1994), 과연 그러한 변화가 정직과 관련된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회현상을 야기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

구가 부족하다. 셋째, 한국인의 정직성 심리 및 행위를 다루는 연구가 주로 개

인수준의 발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의 독

특한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3)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 모색을 위한 이론적 관점

(1) 영역이론(The Domain Approach)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에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행사해온 Kohlberg의 이론은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Kohlberg의 이론이 인습적 특성이

나 감정적 특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합리성이 약한 아동들의 도덕발달을 객

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Shweder, R., Mahapatra. M. &

Miller. J, 1987). 이에 대해 사회인지적 영역이론(The social cognitive domain

theory)에서는 유아 또는 아동기에도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사

회 인습적 문제에 대한 이해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발달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 연구(Killen, M., & Smetana, J.(Eds), 2006; Nucci, 2001; Smetana,

2005; Turiel, 2002)를 통해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Turiel(2002, 2007)은 Kohlberg의 견해와 달리 도덕적인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규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수정될 수 없다는 보편성

(universality) 기준과 불가역성(inalterability) 기준을 주장하였는데, 아이들이 

도덕적인 문제와 비도적적인 문제를 구별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시나리오 

실험을 실시하였다. 해당 실험을 통해 보편성 기준과 불가역성 기준이 도덕적

인 문제와 다른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uriel은 인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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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다른 지식의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각각의 영역에서 상

이한 발달 순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Turiel과 동료들은 서로 다

른 기준(criteria)과 정당화(reasoning) 그리고 이슈(issues)에 의해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도덕적 영역(moral domain)’, ‘인습적 영역(conventional domain)’,

‘개인적 영역(personal domain)’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역이론에 따르면 거짓말이 정의(justice), 공정(fairness), 다른 사람의 복지

(welfare of others)와 관련이 되어 정당화 될 경우는 도덕영역, 공동체적인 규

범과 종교적인 규범, 이해관계 그리고 권위에 초점을 맞추는 관습을 위한 거

짓말일 경우는 인습영역, 순전히 자기 자신의 안녕에 초점을 맞춘 개인의 선

호와 선택으로 정당화할 경우 개인영역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세 영역의 

구분에 대한 인식은 문화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문제에 

대해 미국 부모는 인습영역으로 구분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자율성 존중에 기

반하여 개인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Smetana, 1988, 1989).

Turiel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덕적 영역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특

정된 이슈에 대한 영역이론의 연구결과는 문화 간 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여 아이들이 도덕과 비도덕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아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역이론의 세 영역에서 예측한 기준과 정당화의 

관점에서 도덕 판단을 하였다.

지금까지 거짓말의 정당화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표 Ⅱ-2>와 같이 세 영

역을 적용하여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을 분석하였다(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Tisak & Turiel, 1984; Kim & Turiel, 1996; Perkins & Turiel, 2007). 이

러한 연구결과들은 세계 여러 곳의 아이들이 모든 부정직 이슈를 똑같은 방식

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정직 행위의 정당화 방

식은 연령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며,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부정

직 행위 유형 변화와 발달의 맥락을 함께한다. 자신의 부정직 행위를 정당화

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저지른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Kim

& Turie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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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Turiel의 영역이론을 토대로 한 부정직 행위 정당화 방식구분(Perkins & Turiel, 2007)

영역 정당화 방식

도덕영역 
공정성 유지

타인의 복지

개인영역
개인적 선택

관계 유지

사회 및 관습영역

조직의 기대

조직의 이해

부당한 통제

이렇게 영역이론은 다양한 문화권의 아이들이 광범위한 부정직 행위와 이

유를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습영역이나 개인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 도덕성 연구자

들은 도덕을 포함한 모든 가치들을 관습과 인습의 문제로 보거나, 단일한 도

덕 발달 체계내의 발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덕적 영역에 대

한 이해와 논의는 도덕과 인습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서로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치 갈등 문제를 해석하는 인식의 정도는 그들이 이해한 도덕과 사회적 

인습을 변환시키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Nucci,

1989). 따라서 한국인의 사회적 성장도 단순히 외부에서 부여한 가치에 순응하

는 것이기보다는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적 인습은 도덕

의 하위영역이 아니라 독특한 가치 차원을 구성하도록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직 부정직의 문제들에 직면할 때, 도덕과 인습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관습화된 규범 내지 상황들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야 하는 것이다.

(2) 윤리 문화 발달 모형(The three ethics cultural-developmental approach)

Turiel의 이론은 도덕영역의 축소를 주장하고 도덕성과 인습을 별개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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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두 요인을 구분하는 방

식이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구

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송명자 등, 1991; Shweder, Mahapatra, &

Miller, 1990). 이에 대해 Shweder(1990)는 여러 문화에 걸친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적 고려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지발달 이론으로는 공동체와 집합체, 그리고 독립성과 연관된 많은 개념들

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부끄러움(shame)이나 체면손상(loss of face), 사회적인 재량(social

discretion), 역할에 기초한 의무(role-based duties)와 관련된 개념들이 개인적인 

정의나 권리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계층구조나 조화에 관한 유교적 사

상에 일치하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인지발달과정 경로를 따라 발

달하지만,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하여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경로로 발

달하는 문화발달 모형이 제안되었다(Shweder, 1990; [그림 Ⅱ-1]참고).

[그림 Ⅱ-1]자율성, 공동체, 신성윤리의 문화 발달 모형(Jensen, 2011)

윤리 문화 발달 모형은 서양과 비서구권의 철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에 기초하여, 자율성 윤리(ethic of autonomy)와 공동체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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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 of community) 그리고 신성 윤리(ethic of divinity)의 세 부분으로 구분

하였다(Shweder, Mahapatra., & Miller, 1990; Shweder, Much, Mahapatra., &

Park, 1997). 세 윤리는 인간성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서로 다른 관념과 

서로 다른 도덕적 발달을 의미한다. 자율성 윤리는 욕구와 선호를 갖고 있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도덕적 정당화는 이해와 복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

른 개인들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공동체 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나 

학교, 국가 같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가에 조명을 맞추고 있다. 공동체 

윤리에서의 도덕적 정당화는 역할에 맞는 의무와 집단의 이해 및 관습 그리고 

복지에 대한 관심에 연결되어져 있다. 신성윤리는 사람들을 영적이거나 독실

한 독립체로 다루고 있다. 신성윤리 내에서의 정당화는 신성과 자연법, 신성한 

글로부터의 교훈 그리고 순수와 오염에 관한 관심 등을 다루고 있다.

Kohlberg의 인지발달 이론과 달리 세 윤리 발달은 단계적이지 않다(Jensen,

L.A. in press). [그림 Ⅱ-1]에 나타난 세 곡선은 각각 자율성, 공동체, 신성 윤

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는 일생을 통한 발달적 경향을 보

여 준다. 이 선의 위치들이 다른 하나에 대한 상대적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도덕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Jensen(2004, 2008, 2011)의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세 가지 윤리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Ⅱ-2]를 살펴보면, 먼저 자율성으로 정당화하는 윤리의 발달 정도

(degree)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에 걸쳐서 성인들이 자율성으

로 정당화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평등과 정의를 

고려한다는 윤리의 문화 특수적 영향을 증명하고 있다(Miller and Luthar

1989; Zimba, 1994). 집단성과 신성에 대한 복종을 매우 강력하게 강요하고 있

는 문화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율성 정당화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문화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욕망, 이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공동체 

윤리의 다양성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가면서 증가하며 발달하고 

있다(Shweder. 외, 1990; Kohlberg 외, 1984). 그것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

행될 때 성인으로서의 가족 역할과 책임 및 관습 이외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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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부여 받기 때문이다(Miller, Bersoff, and Harwood, 1990). 보수적 문

화에서 신성 윤리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낮지만 청소년기에는 증가하여 성인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았다.

자유로운 종교 국가의 윤리 발달 유형 보수적 종교 국가의 윤리 발달 유형

[그림Ⅱ-2]문화적 차이에 따른 윤리 발달 유형(Jensen, 2011)

이렇게 세 윤리 발달은 국가와 사회계층 그리고 종교적인 집단의 문화적 

맥락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Jensen(1998)과 Miller 등(1990)의 연구결과는 미국인은 브라질이나 인도 

사람들에 비해 자율성 윤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상층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 낮은 계층의 아이와 청소년들에 비해 자율성의 관점

에서 더 많이 정당화하고 공동체 관점에서 덜 정당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종

교적으로 자유로운 청소년들이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청소년에 비해 자율성 관

점에서 더 많이 정당화하고, 신성 관점의 정당화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는 윤리 발달 모형은 사회문화

적 특수성 속에서 발현되는 부정직 행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과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모두 공동체 개념의 관점에서 정당

화(Lee, Xu and Fu, Cameron & Chen, 2001)하지만, 부끄러움 같은 공동체 개

념의 발달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화에 따른 공동체 윤리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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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차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처럼 자율성이나 신성 개념에 비해 공동체를 얼

마나 강조하는 가에 따라 문화권 별로 세 윤리의 발달 경로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Jensen, 2008, 2011).

최근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보편적인 도덕적 발달과 더불어 여러 

문화에 걸쳐 문화특수적인 영향을 반영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에 걸친 여러 개의 도덕적 동기의 발달을 어떻게 도표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인지발달이론과 영역이론이 도덕발달의 보편성에 기초한 모

형을 대표하는 반면에, 문화발달(cultural-developmental)연구는 보편성 모형과 

특수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문화를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one-theory-for -every-culture)’에 대한 대안적인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Jensen, 2008, 2011).

문화 발달 모형은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도덕발달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한국인의 정직 부정직에 관

한 연구에서도 문화적 차이, 지역적 격차 및 발달적 차이에 있어 도덕적 맥락

이 분명히 다르므로 한국 사회라는 문화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구상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 윤리의 문화 발달 모형은 한국인의 도덕성

의 발달적인 공통성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를 위한 기본 방향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역동적 체계 이론(Dynamic System Approach)

최근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도덕성 발달에 관한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는 새

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Kim과 Sankey(2009)는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역동적 체계 이론(Dynamic System

Approach)을 적용하였다. 그들은 도덕성의 발달이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심한 개인차와 상황특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험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 비

선형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도덕행동이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모두 보인다고 하였다.

역동적 체계 이론은 도덕성의 작용을 발달이 아닌 변화로 해석하려는 움직

임을 보여주었다. 유기체의 발달은 선형적이고 양적인 변화로 보며, 경험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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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변화가 창발적(emergence)으로 일어나는 비선형적이고 질적인 변화로 본

다(Forgel, A, 2011; Willis, 2007). 따라서 정직 부정직 문제들도 Kohlberg와 

Piaget 식의 점진적이고 선형적인 단계적 발달이 아니라 안정과 불안정 상태의 

연속적인 변화라고 본 것이다(Kim & Sankey, 2009).

이들은 도덕성의 딜레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attractor state)

를 제안하였다(Kim & Sankey, 2009 재인용; Thelen & Smith, 1994). 최적의 

상태는 인간의 협응 동작으로 나타나는 안정 상태로 그 시스템이 선호하는 행

동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로부터 약간의 방해를 받는 순간에는 그러한 일정한 

움직임 형태에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방해요인이 사라지면 다시 이전의 

최적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계속 방해를 받게 되면 이러한 최적의 상

태는 약해지고 어느 순간 새로운 행동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최적의 상태는 

가변성이 최소한으로 나타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가장 안정적인 갈등 해

소 방식이라는 것이다.

발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연구의 기본 단위는 집단이 아닌 개인 유기

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규모 집단검사에 기반한 심리 발달 이론들

은 역동적 체계 이론으로부터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역동적 체

계이론을 통해 인간의 행동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최적 지점의 안정과 불안정

한 장면의 변화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최적의 상태를 찾아 역동적으로 해소된

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정직과 부정직 행위가 전통적 

가치와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의 특수성과 다양성 및 상황적 맥락을 복합적으

로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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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정직’과 ‘부정직'이라는 대립되는 가치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

인의 정직 부정직한 삶의 발달적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을 개념화하고 정직 개념 인식의 발달적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는 정직에 대한 개념 인식의 차이가 정직·부정직 행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의 마음과 행동 및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준 오륜의 전통적 가치(안외순, 2004; 한덕웅, 2001, 2002, 2004)

에 초점을 맞춰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을 분석하여 유형화 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직 인식연구, 부정직 행위 유형연구, 정직

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연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정직 인식 연구는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사범계열 대학생

들이 생각하는 ‘정직’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2011년 5월에 사고기록

(thought-listing)방법을 사용하여 ‘정직한 사람’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군집분석과 다차원분석을 통한 개념도 분석

(concept mapping)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개념도 연구를 통해 추출된 ‘정

직한 사람’의 속성과 특성에 대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얼마나 중요한 개념

인지’에 대한 중요도를 5점 리커르트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두 번째 연구는 일상적인 부정직 행위 유형 연구이다. 이 연구를 위해 2011

년 12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실시하여 부정직 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발달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를 위해 ‘한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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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황 딜레마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에 걸쳐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1,091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갈등 상황 딜레마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딜레마는 

정직과 오륜의 전통적 가치가 충돌하여 갈등이 나타나는 5가지 관계 상황과 

정직 행위의 반사회 친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한 10가지 딜레마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가상적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 나타나는 도덕지향이 연령이나 

성별 등 집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발

달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정직개념의 사고기록

과 분류작업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사범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집단이고, 정직

개념의 중요도 평정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

학교 2학년, 대학생, 성인 집단이다. 둘째, 한국인이 경험하는 부정직 행위 유

형 분석을 위해 개방형 질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

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생, 성인집단으로 구성된 총 536명이다. 셋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에 관한 딜레마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초등

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생, 성인집단으로 구성된 총 

1,091명이다.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연령집단을 선택한 이유는 연령에 따

른 전통적 가치와 정직의 가치 갈등 해소방식에서 집단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 및 맥락,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비슷한 코호트(cohort)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전제하고 그 차이를 발달적으로 유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절차별 연구내용

은 <표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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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연구방법 주요 사항

연구

문제

필요성 

연구문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도출

2. 연구 문제 제기

연구 

방법 

개발

선행 

문헌의 

고찰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방법 도출

1. 도덕적 가치 중 정직에 대한 관련연구 검토

2.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관련문헌 검토

3.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에 관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 방법 구상

정직

인식

연구

개방형 

설문 분석

1. 정직 인식에 대한 데이터 코딩 

2. 정직 인식 코딩 체계화 및 타당도 검증

‘정직’개념 

범주화 

분석

1. 연구대상 선정

2. 정직 개념의 진술문을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

3. 분류한 진술문을 군집분석, 다차원 분석을 통한 개념도 분석

‘정직’

인식의 

차이분석

1. 연구대상 선정

2. 정직 개념 인식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부정직 

행위

유형

연구

한국인의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대상 선정

3. 부정직 행위 유형의 코딩 체계 구성

4. 부정직 행위 유형과 대상의 연령 및 성별 차이 관계 분석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및

해소

방식 

연구

딜레마 

상황

사례 개발

및 설문지 

개발

1. 딜레마 사례 조사 분석 및 개발

2. 딜레마 사례 선정 및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도 검증

3. 딜레마 사례 수정

4.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양상 및 해소방식에 대한 발달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한 질문지 작성

5.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 설문지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도 검증

6.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 딜레마 설문지 수정

예비 검사

1. 연구대상 선정

2. 설문지를 통한 데이터 수집

3. 딜레마 사례와 설문지의 질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피드백 고려

4. 딜레마 사례와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 설문지 수정

본검사 

실시

발달적 

차이분석

1. 연구대상 선정

2.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해소의 행동선택 발달적 차이 및 관계 분석

3.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해소의 정당화 방식 발달적 차이 및 관계 분석

연구

결과

‘정직’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1.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 양상 및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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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1 : 정직 인식 연구

본 절에서는 한국인의 정직 인식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 자료 수집방법,

연구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직 인식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한 사람’의 특성을 추출하고, 군집분석과 다차원 분석을 통해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분석된 유사성 평정 자극을 바탕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통해 참여자들이 중요도를 평정한 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방향이나 방침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특정 사업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핵심적 인식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조적 개념화 방법이다(Trochim,

1989).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직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 명확하게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구조를 토대로 한국인의 정직 

인식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정직에 대해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료구조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 개념의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개념도 연구법은 최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도구로 양적 질적 연구법을 통합한 연구방법이다(Daughtry

& Kunkel, 1993;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Paulson, & Worth, 2002).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접

근법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 요소, 그리고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데 유용하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국내 연구에서도 기초적인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개념이나 대상을 연구하는데 

개념도 방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김지영, 2007; 김홍희,

한기순, 2011; 최윤정, 김계현, 2007; 최한나, 김창대, 2008). 아울러 도덕성 분야

에서는 김홍희, 한기순(2011)의 초등교사의 인성교육 인식 분석과 이지혜(20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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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역량에 대해 개념도 방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 도덕성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는 데에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1) 연구대상

(1) 사고기록 설문 및 진술문 분류 참여자

‘정직’의 개념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사고기록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서울과 강원도 지역의 사범계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었다. 사범계열 대학생

과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람들의 정직에 대한 인식은 대

부분 각급 학교의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덕목에 의한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홍희, 한기순, 2011). 즉, 미래의 정직 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을 전공한 예비교사들의 태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른 집단보다 정직과 도덕성에 관해 강점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해수준을 통해 정직 개념을 

보다 폭넓게 개념화하여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본선택에 있어 편향을 피하기 어렵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

다. 이러한 제약을 최대한 고려하여 동일 연령대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을 실시한 이유는 사고기록 설문에 참여한 이후, 연구자와 다시 만나 진술

문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1차 연구를 위하여 19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179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대학생 122명(68.2%)과 대학원생 57명(31.8%)으로 구성되었

고, 여학생 125명(69.8%), 남학생 54명(30. 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43세였다.

사고기록 방법으로 추출된 진술문의 분류작업에 참여할 대상자는 사고기록 작



- 46 -

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직접면접이나 전화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를 위한 협조를 구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참여

자는 사범계열 대학생 24(46.63%)명과 대학원생 31(56.36%)명으로 총 55명이었다.

개념도 연구 방법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아이디어를 충분

히 산출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10명 이상 권장하고 있다(최윤정, 김계현,

2007 재인용; Kane & Trochim, 2006).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참여자들의 연령은 최소 22세에서 최대 39세로 평균 28.5세였다. 학력

분포는 대학생 24명(43.63%), 석사과정 11명(20%), 박사과정 6명(10.9%), 석사 7명

(12.7%), 박사수료 6명(10.9%), 박사 1명(1.8%)이었다. 도덕교육 및 교육심리전공 

박사과정 이상 평정자 2명이 64개의 평정문으로 정리한 후, 사고기록 연구에 참

여한 참여자 55명을 대상으로 유사성 평정을 위한 분류를 하도록 하였다.

(2) ‘정직’ 개념 중요도 설문 참여자

‘정직’ 개념 중요도 인식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

학교 5학년 225명, 중학교 2학년 224명, 고등학교 2학년 203명, 대학교 210명,

성인 229명(평균연령 만 39.24세) 등 총 1,091명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

에 걸쳐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되었다. 연령에 따라 정직개념 인식

에 있어 집단의 특성,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비슷한 

코호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전제하고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연령의 발달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도 분석에 참여한 연구대상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정직’ 개념 중요도 인식 설문 참여자수 (명(%))

구분
초등
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
학교

2학년
대학생

성인
평균 만 39.24세(SD11.67)

계
연령
분포 11세 14세 17세 19~25

세
26~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 
이상 소계

남 109
(20)

114
(21)

101
(19.1)

97
(17.8)

17
(13.8)

59
(48)

32
(26)

11
(8.9)

40
(3.3

123
(22.6)

544
(100)

여 116
(21.2)

110
(20.1)

102
(18.7)

113
(20.7)

34
(32)

34
(32)

9
(8.5)

14
(13.2)

15
(14.2)

106
(19.4)

547
(100)

계 225
(20.6)

224
(20.5)

203
(18.6)

210
(19.2)

51
(22.3)

93
(40.6)

41
(17.9)

25
(10.9)

19
(8.3)

229
(21)

1,0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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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개념도 준비

초점 질문 또는 연구 문제 구체화하기,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2단계 : 아이디어 산출하기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아이디어 산출한 후, 종합 편집하기

3단계 : 진술문 구조화하기(structuring the statement)

연구 참여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진술문들을 분류, 평정하게 하기

4단계 : 개념도 분석하기(concept mapping analysis)

다차원 척도법(MDS ;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개념도 만들기

5단계 : 개념도 해석하기(concept mapping analysis)

원자료의 진술문들을 바탕으로 지도 위에 나타난 진술문들의 관계를 해석하기

6단계 : 개념도 (concept mapping) 활용하기

활동의 계획과 평가(예 : 측정 도구 개발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2)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정직의 개념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최윤정 외(2007)가 Kane과 

Trochim(2007)을 재구성한 개념도 과정 절차 <표 Ⅲ-3>을 활용하였다.

<표Ⅲ-3>개념도 분석 과정(Kane과 Trochim, 2007; 최윤정 외(2007) 재구성)

(1) 아이디어 산출하기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법이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 개념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직’의 개념이 잘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의 행동, 성격, 태도, 속성, 특성에 대한 초점 질문

(focus question)을 만들었다. 질문지의 전문은 [부록1]에 수록하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주변의 정직한 사람으로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의 행동, 성격, 태도, 속성, 특성들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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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정직 행동이나 정직과 관련하여 교육학과 윤리교육 및 

인성교육 강의를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나 정직에 대한 추상적이

고 모호할 수 있는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생

성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설문은 2011년 5월~6월 참여자들의 강의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응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강원지역 사범계열 교육학과 인성교육 과목을 수강

하는 대학생 138명과 교육학과 대학원생 59명을 대상으로 사고기록방식의 설문에 

대해 적어도 5개 이상의 진술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중 설문에 응답

하지 않은 사람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대학생 122명(회수율 

89.7%)과 대학원생 57명(회수율 96.6%) 등 총 179명의 응답이 사용되었다. 설문

응답에는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진술문 구조화하기

설문조사 대상이 된 사범계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정직한 사람’

의 특성에 대한 사고기록 결과를 토대로 진술문을 정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179명이 도출해 낸 진술문 중 부적절한 13개의 진술문(예, 본인의 경험을 적은 

경우 등)과 1명 이하가 언급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457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

다. 설문에서 질문에 대해 5개 이상의 응답을 요구 하였는데, 평균 4개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이론적으로 아이디어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연구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아이디어 분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종합 편집하였다. 참고로 Trochim(1989)은 대략 80~100개 정도의 핵심 문장들

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최근 연구들(최윤정, 김계현, 2007; 최한나, 김창대,

2008)은 약 50~60개 정도의 문장 수가 적당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의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진술문을 분석하여 종합·편집하였다.

연구자와 평정자는 생성된 진술문 내용을 명료화하여 진술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기술을 한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전환하였다. 대부

분의 응답자들이 단문의 형식으로 열거하여 기술하였지만, 에세이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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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경우 응답내용의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한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로 전환하여 재기술 하였다(예,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아무도 없으

니까 그냥 가져가지 않고 되돌려 주는 것’은 ‘물질 앞에 의연하기’로 통합). 둘

째, 각각의 진술문을 비교하여 중복된 진술문들을 통합(예, ‘바름, 바르다, 바르

게 생활 한다’는 ‘바른 생활’로 통합)하였다. 셋째,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언급한 

중복 요소들을 통합시키고 참여자들의 2.5% 미만이 언급한 요소들을 제거하였

다(Bedi, 2006). 진술문의 원래 의미를 유지하도록 수정을 가능한 최소화하였

다. 또한, 명료하게 재진술한 후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진술문들의 중복을 피

하기 위해 연구자와 교육학 전공 박사 1인이 카드 분류작업을 실시한 후, 논의

를 통해 동일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진술문을 통합하여 최종분류에 사용될 64

개의 진술문으로 정리하였다.

(3) 진술문 분류하기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산출한 64개의 진술문들을 참여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평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진술문 분류작업에 참여한 대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총 55명이었다. 이들은 사고기록 방법의 설문에 참여한 서울 

및 지방소재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사고기록 설문을 한 이후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진술문 구조화 작업 및 소요시간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주일 뒤 구조화 작업지와 카드를 나누어주어 분류하도록 하였다. 카드 분류 

과정은 비구조화 된 방식으로서 64개의 진술문을 각자의 인식에 비추어 유사해 

보이는 것끼리 모으는 것이다. 분류 시 제약은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는 조건과 64개 진술문 전부를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는 조건

만을 부과하였다(Paulson & Worth, 2002). 구조화 작업 결과, 참여자 55명의 

분류작업 자료 중 7명의 구조화 작업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48명의 구조화 작업결과에 대해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념도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정직’ 개념 특성의 범주명을 확정하는 

과정은 Weston et al(2001)의 변증법적 과정과 유사하다. 먼저, ‘정직’의 심성 

요인(예, 감수성, 규범성, 의연성, 개방성)에 대한 논의(정범모, 2002)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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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귀감자(just exampler)’ (Walker & Henning, 2004)와 ‘정직한 사람’의 

개념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장희선, 손경원, 2011)에서 제시된 정직의 개념을 기초로 

제작한 코딩체계를 수집된 자료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념도 분석으로 

분류된 5가지 정직 범주는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진술문들에 대한 특성을 비

교하고,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범주를 재명명하였다.

(4) 중요도 평정하기 

개념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된 ‘정직’의 개념 진술문 64개에 대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등 연령별로 중요도 인식 수준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중요도 측정을 위한 개념 진술문의 수가 너무 많고 중첩 

되거나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진술문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자 및 교육학과 

박사수료생, 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유사

하거나 공통적인 진술문을 유사성 평정 개념 코딩체계로 목록화하여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개념도 분석에서 분석된 해당 범주 목록으로 구성한 것으로 

연령별 정직 개념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요도 평정을 위한 유사성 평정 개념을 코딩하기 위해 64개 진술문에 대해서 

연구자와 평정자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적 내용이나 의미가 비슷한 진술문

(예, ‘부끄럽지 않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스스로 규

칙을 지키는, 법 없이 살 수 있음, 비굴하지 않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등은 

‘양심적인’으로 통합, ‘대범한, 불의를 보고 참지 않음, 용감한’ 등은 ‘용기’로 

통합)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술문(예,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법을 잘 지키기, 편법하지 않기, 부정행위하지 않기’는 ‘법질서 준수’로 통합)을 

수정, 편집하여 16개의 유사성 평정 진술문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유사성 개념 

평정과정은 16개의 정직 개념 진술문에 대해 박사과정 이상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였다([부록3]참고).

<표 Ⅲ-4>와 같이 최종으로 구성된 진술문의 중요도 인식에 대해 5점 리커르트 

평정지를 개발하였다. 개념도 분석 결과와 진술문 유사성 평정 결과를 거쳐 재구

성된 16개의 ‘정직’ 유사성 개념 진술문이 ‘정직’ 개념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 51 -

나타내는 것인지 5점 리커르트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요도 평정 질문지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초등학교 5학년 225명, 중학교 2학년 224명,

고등학교 2학년 203명, 대학교 210명, 성인 229명 등 총 1,0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발달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직 개념 

인식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문지의 중요도 수준은 5점 

척도 즉,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5점(매우 중요하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직’ 개념 특성의 중요도에 대한 5점 리커르트 평정 설문지의 전문은 [부록2]에 

수록하였다.

<표 III-4> ‘정직’ 개념의 중요도 리커르트 평정 설문지

범주 코딩기준 진술문

‘정직’ 개념의 중요도

1<-------2---------3---------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중요함.

원칙

주의

개인 내적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바른 마음가짐

양심적인 1 2 3 4 5

신뢰 1 2 3 4 5

합리적인 1 2 3 4 5

고지식한 1 2 3 4 5

진실성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려는 특성

거짓말하지 않기 1 2 3 4 5

진실만 말하기 1 2 3 4 5

속이지 않기 1 2 3 4 5

정의성
옳고 의로운 일을 

추구하려는 행동특성

용기 1 2 3 4 5

공평 1 2 3 4 5

정의로운 1 2 3 4 5

충실성
꾸준하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 

성실 1 2 3 4 5

책임 1 2 3 4 5

일관성 1 2 3 4 5

준법성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칙이나 규범과 같이 

지켜야 할 일을 준수하려는 

행동특성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1 2 3 4 5

법과 질서 규칙준수 1 2 3 4 5

배려하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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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1) 개념도 분석단계 - 다차원 척도법(MDS ;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개념도 분석단계는 각 개별참여자들이 구조화한 아이디어를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개념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다.3) 개념도를 만들기 위하여 사범계열 

대학생과 대학원생 55명이 평정한 자료를 SPSS(PAWS 18)을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법(MDS ;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법 분석으로 좌표 위에 개별적인 진술문들을 

점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빈번하게 같은 것으로 묶인 진술

문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Trochim, 2006). 다차원 분석에 사용된 원

자료(raw data)는 진술문 분류작업에 참여한 55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64개 진술문들을 분류한 결과이다. 여기서 참여자 55명의 분류작업 자료 중 7명의 

구조화 작업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48명의 구조화 

작업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류자료를 대상으로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1로 코딩한 총 64개의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

(64×64)로 전환한 후, SPSS(PAWS 18)을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법 중 

AISCAL(Takane, Young & DeLeeuw, 1977)방법으로 개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차 분석은 다차원척도 분석 방법 중에서 가중치 모델을 사용한 분석방법

으로 분석결과에서 어떤 참여자가 특정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 차

원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참여자의 인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원의 가중치가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중치 분석은 인식의 구

조에서 나타나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차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Darcy, Lee

& Tracy, 2004).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진술문들을 좌표 위에 점으로 보

여줄 수가 있다(Bedi, 2006).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x, y 좌표 값을

3) 이 때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는 http://conceptsystems.com/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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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군집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평정자들의 결과가 어떤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평정자들의 64×64 매트릭스를 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HCA)중 Ward

법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HCA)은 한 군집이 다른 군집의 내부에 포함되나 군집 

간에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나무모양 그림(dendrogram)의 형식을 취하는 유형

이다. Ward 연결법은 군집 내의 분산을 최소로 만들어 주는 군집을 찾는 방법

으로 군집 내 변동을 최소로 증가시키는 순서로 군집을 묶어나가는 방법이다

(이군희, 2001). 특히, 개념도 분석을 위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할 경우 Ward 연

결법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적합하다

(김창대 등, 2008 재인용;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이러한 군집분

석을 기초로 변화패턴을 군집화하고 군집별로 그래프를 그려서 비슷한 유형의 

군집들을 묶어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직’의 유사성 진술문을 찾아내 특성을 유형화하여 정직을 

개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면서 최적의 

군집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군집의 수는 덴드로그램에서 10미만의 거리 값으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여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결과 도출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단계에서 기술한 범주명을 고려하여 작성

하였다(윤혜경, 이지연, 2010).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 분류된 군집의 

내용들을 토대로 자극의 수를 토대로 박사과정 이상 전문가 3인의 합의를 통

해 군집의 명칭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척도법 분석결과 산출된 좌표 값으로 군집분석을 하여 

지도 위에 있는 진술문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그룹으로 분할하여 개념도를 

그렸다. 이를 통해 얻어진 개념지도는 아이디어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시각적

으로 보여줌으로써 각 개념 구성들 간의 관계와 각 주제 및 이슈에 따른 

아이디어의 구체적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박상희, 홍성두, 2008)

개념도 분석의 결과, 도출된 개념도 상에 군집분석의 결과를 군집별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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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묶어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4).

개념도를 그릴 때 유의할 점은 참여자들의 생각과 개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가를 해석 가능한 그림으로 나타내야한다는 점이다(이종규,

2006 재인용; Dawn & Stea, 1973). 다음 단계는 연구결과와 논의에 해당되므로 연구 

결과 및 논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정직 개념의 중요도 인식 분석

개념도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225명, 중학교 2학년 224명,

고등학교 2학년 203명, 대학교 210명, 성인 229명 등 총 1,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직한 사람’에 대한 중요도 인식 자료를 SPSS(PASW 18) 통계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직 개념에 관한 

연령집단별 발달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범주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다변량 검증(M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별 정직 개념에 

관한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변량(univariate)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정직 개념인식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검증(M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개의 범주별로 전체 자료에 

대한 중요도의 연령별 평균비교와 순위 확인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3. 연구2 : 부정직 행위 유형 연구

본 절에서는 한국인의 부정직 행위 유형과 이의 발달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대상, 자료 수집방법 및 연구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2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인의 정직 부정직 행위의 

경향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연구에 앞서 시행된 예비연구이다. 즉, ‘정직’과 ‘부

4) 개념도 제작하기 위해 흔히 concept system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아직 가격이 고가이며, 개념도 해석 과정에서 양적인 값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SPSS를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법(MDS ;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한 후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검사 결과를 통합하여 수

작업이나 포토샵 등의 그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개념도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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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생
성인

(만 26세 
이상)

계

남 49(45.4) 63(53.8) 52(51) 34(32.7) 55(52.4) 253(47.2)

여 59(54.6) 54(46.2) 50(49) 70(67.3) 50(47.6) 283(52.8)

계 108(20) 117(21.8) 102(19) 104(19.4) 105(19.6) 536(100)

정직'이라는 대조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직 또는 부정직한 행위의 

발달적 지형도를 그려보기 위한 선행 연구이다.

지금까지 정직성에 관한 연구가 거짓말에 국한되어 탐색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긴 하지만(김경희, 2002;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말과 행동을 포함한 훨씬 포괄적인 의미의 부정직 행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문용린, 장희선, 류정현(2010)의 연구 외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대상에 대해 실시한 에세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각 연령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직 행위의 내용과 대상, 부정직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추론의 근거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직 부정직이 한국인의 도덕적 삶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실증적 자료에 대한 탐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난 1년 동안의 일상적인 부정직 행위 사례에 대한 개방형 질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응답의 내용이 연구자가 정의내린 ‘부

정직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 응답지를 제외하고, 초등학생 

108명(20%), 중학생 117명(21.8%) 고등학생 102명(19%), 대학생 104명(19.4%),

성인 105명(19.6%) 등 총 5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III-5>참고).

<표 III-5> 부정직 행위 유형 연구 참여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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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직한 행위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부정직 행위 및 거짓말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8; 문용린, 장희선, 류정현, 2010 등; Perkins & Turiel,

2007)를 참고하여 연구자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발하였다. 자유응답식의 질문

지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한 부정직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선택

하여 시기, 상황, 대상, 목적, 결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행위에 대한 도덕 판

단에 관해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의 부정직 행위를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방법(생성과제) 대신 동일한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법(재인과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부록

4] 참고).

참여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흔히 행한 자신의 부정직 사례를 개방형 질문

으로 기술하여 담당 교사나 교수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성인은 직장별로 질

문지의 수집을 의뢰받은 연구조력자가 일정기간 동안 질문지를 수집한 후 연

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질문지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름이나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하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자율적인 참

여의사를 존중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왜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결과에 대한 나와 상대방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 

행위에 대한 도덕평가 등 8항목이 제시된 활동지를 만들어 수업시간에 연구자

가 직접 수집하였다. 의도적인 부정직 행위와 의도하지 않은 부정직 행위, 자

신의 이익을 위한 부정직 행위 및 선의의 부정직 행위를 모두 기술하도록 안

내하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직 행위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설

문작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15~20분 정도였다.

수집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부정직 행위 유형으로 유형화한 

코딩체계에 따라 부정직 행위의 대상과 유형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딩

체계를 개발한 과정은 Weston 등(2001)이 소개한 변증법적 과정과 유사하다.

부정직 행위 유형에 관해 연구된 거짓말 정당화 유형(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8; Depaulo & Kashy, 1998; Jensen, 2004; Perkins & Turiel, 2007; Tis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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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iel, 1984)연구와 청소년의 부정직 행위 유형(문용린, 장희선, 류정현, 2010;

Mikulay & Goffin, 1998; Morgan, 1937)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부정직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

한 11가지 부정직 행위 유형 체계(문용린, 장희선, 류정현, 2010)를 기초로 연구

자와 평정자가 수집된 설문자료에 적용해보았다. 정직 행위 유형에 대한 코딩 

체계화는 설문자료에 나타난 행위들을 연구자와 교육심리 박사 수료생 1인의 

평정자가 동일한 자료를 코딩한 후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기코드에서 중복되는 유형이 발견되었고,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초기의 코딩체계가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처음에 적용한 코딩체계를 

점점 정교화 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생리욕구지향’ 코드는 ‘유희지향’ 또는 

‘편의지향’의 유형에 내포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로 통합하였고, 수집된 설문

자료에 새롭게 발견된 ‘자기 보호’유형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부정직 행위 유형의 코딩체계는 <표 III-6>과 같이 4개 범주 11개의 

부정직 행위 유형으로 재구성되었다.

부정직 행위 유형의 코딩체계를 설명하면, 상위범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익

을 얻게 되는 ‘지향’과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회피’의 2가지로 크게 분류

된다. 또한 상위 범주별 구체적인 수준과 사회적 수준(김경희, 1999; Lamborn,

Fischer & Pipp, 1994)의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총 4가지로 상위 범주화되었

다. 먼저, 부정직 행위의 동기와 이유를 고려하여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

는 ‘지향’과 해야할 의무나 일을 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묵과하거나 피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회피’의 범

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 수준은 개인적 차원에서 돈이나, 물건 등 

가시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 1차적 개인의 만족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고,

‘사회적’ 수준은 사람과 사회관계 차원의 상호작용 상태에서 기능하게 하는 것으

로 2차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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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행위

유형
코딩체계 부정직 행위 이유에 따른 행위 사례 대상

지

향

(+)

구

체

적

욕

구

유희

지향

자신의 흥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

- 친구와 놀기 위해 거짓말하기

- pc방 가기 위해  거짓말하기

- 장난으로, 재미로 속이기

- 미성년자 관람금지 영화를 

보고 싶어서 거짓말하기

-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거짓말하기

교사

부모

친구

동료

물질

지향

돈이나 음식 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하는 것 

- 돈을 가지고 싶어서 훔치기

- 떨어진 돈 줍기

- 무료시사회 보기 위해 타인 

흉내

- 급여 받기 위해 거짓말하기

-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가

지기

- 돈이 아까워서 버스비 안 

내고 타기

- 주차료 및 교통위반금 할

인위해 거짓말하기

부모

사회

편의

지향

불편함에서 벗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 귀찮아서 규칙위반하기

- 가기 싫고 쉬고 싶어서 아

프다고 말하기

- 빨리 가고 싶어서 무단횡

단하기

- 돌아가기 싫어서 무단횡단

하기

이웃

사회

교사

사

회

적

욕

구

성취

지향

성적이나 일에서 높은 

성취를 내기 위한 것

- 성적을 잘 맞으려고 커닝하기

-영어단어를 많이 맞추기 위해

사전보기

- 데이터 오류 및 결과값을 

과대포장함

- 직장을 옮기기 위해 거짓말

교사

부모

회사

허영

지향

나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식적으로 

부풀리는 것

- 나를 잘 보이기 위해 거짓

말하기

- 내 성적 높여 말하기

- 물건을 가진 것처럼 행동

하기
친구

관계

지향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

- 친구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예쁘다고 말하기

- 쌍꺼풀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기

- 엄마가 기분이 나쁠까봐 성

적 속여 말하기

-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동생

의 귀가시간을 거짓말하기

-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부동

산매매사실 숨김

- 큰 병명에 놀라실까 거짓

말 함

-회사의 보안 사항을 공유하

자는 선배의 말에 비밀 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귀가

시간을 거짓말하기

친구

부모

상사

회사

회

피

(-)

구

체

적

의

무

학습

회피

학습과 관련된 것을 하기 

싫어서 피하기 위한 것

- 숙제하기 싫어서 도망가기

- 학원가기 싫어서 친구와 놀기

- 영어 단어 외우기 싫어서 

답지를 보기

- 학교 가기 싫어서 아프다

고 하기

- 연수를 몰래 빠져나오기

부모

교사

처벌

회피

처벌을 두려워 피하기 

위한 것

- 친구의 숙제 보고 하기

- 자물쇠 없어졌는데, 모른 체 

하기

- 언니목걸이 고장 내고 시치

미 떼기

- 동생에게 잘못을 미루기

- 성적조작하기

- 문서조작을 했는데 시치미

를 뗌

- 군대서 상소리 하고 모른 

체 함

- 자신이 한 실수를 모른 체 함

교사

부모

상사

회사

사

회

적

관계

회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기 위한 것

- 친구가 싫증나서 거짓말하기

- 언니에게 빌려주기 싫어서 

없는 체 하기

- 모임에 가기 싫어 핑계 대기

- 동료를 따돌리려고 거짓말

하기

- 소개팅 주선자에게 채일 

것을 걱정해서 거짓말함

친구

동료

상사

<표 III-6> 부정직 행위 유형 체계(문용린, 장희선, 류정현, 20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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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

책임

회피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을 

피하기 위한 것

- 맡은 역할을 하기 싫어서 

놀러가기

- 귀찮은 일을 부탁할 때 할 

일이 많다고 거짓말함

- 약속 시간을 지키기 싫어

서 거짓말하기

-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함

친구

교사

부모

자기

보호

자신이 물질적, 사회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

아서 거짓말함

-피해보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체 함

친구

동료

‘지향’ 범주는 ‘구체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하위 범주 아래 전체 6가지 ‘지

향’형 부정직 행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물건, 신체, 자신

의 편의를 위한 ‘구체적 욕구-지향’과, 타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이익

을 추구하는 ‘사회적 욕구-지향’으로 구분하였다. ‘회피’ 범주는 ‘구체적 의무’와 ‘사

회적 의무’의 하위 범주 아래 전체 5가지 ‘회피’형 부정직 행위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즉, 자신이 해야 할 가시적인 과제를 하지 않거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

야 함에도 이를 묵과하고 피하려는 ‘구체적 의무-회피’와 사회적 관계 속의 지

위 또는 역할을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 유지를 회피하려는 ‘사회적 의무-회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코딩의 범주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행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향’ 범주는 ‘구체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2개 하위 범주에 따른 6가지 ‘지향’형 

부정직 행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구체적 욕구-지향’ 범주는 흥미와 즐거

움을 추구하기 위한 ‘유희지향’, 돈, 음식, 눈에 보이는 물건 등을 가지고 싶어 

하는 ‘물질지향’, 불편함에서 벗어나 편리하기 위한 ‘편의지향’ 등 3가지로 분류

하였다. ‘사회적 욕구-지향’ 범주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적이나 일

에서의 높은 성취를 내기 위한 ‘성취지향’, 나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식적

으로 부풀리고 싶은 ‘허영 지향’, 친구나 남들의 기분을 좋게 하여 관계를 잘 유지

하기 위한 ‘관계지향’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회피’ 범주는 ‘구체적 의무-회피’와 ‘사회적 의무-회피’ 등 2개 하위 구분에 

따른 5가지 ‘회피’형 부정직 행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 의무-회피’ 범주는 

“숙제나 학원가기” 등과 같이 학습과 관련된 것을 하기 싫어하는 ‘학습회피’,

“동생에게 잘못을 미루기, 숙제 베낌, 모른 체 하기” 등과 같이 나중에 벌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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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했던 ‘처벌회피’와 같이 개인적 생활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구체적인 과제나 

벌을 회피하는 2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의무-회피’ 범주는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친구를 따돌리기 위한” 말이나 행위를 

하는 ‘관계회피’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책임회피’, 그리고 개인이 “물질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관여하지 않으려는 ‘자기보호’의 3가지 하위 유형은 사회적 관계나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직 행위의 정의에 어긋나고, 행위의 이유 및 목적이 불명확

하게 기술되어 코딩체계의 어느 유형에도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남을 때리는 행위”와 “욕하기, 상처 주는 

말하기” 등과 글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석이 불가능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된다.

부정직 행위의 대상은 초기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행위자와의 관계를 기준

으로 ‘부모, 자식, 형제자매, 아내, 친구, 친척, 학교 선배, 직장상사, 직장 동료,

공공시설, 상사, 일반사회’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류를 통한 

코드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분류된 대상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의 수

가 5사례 미만인 코드도 발견이 되어 이렇게 사례수가 적은 코드는 다른 코드로 

수정, 통합하였다. 먼저, ‘아내와 형제자매, 자식’에 대한 항목은 ‘부모 외 가족’

의 새로운 코드로 통합하여 의미상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학교선배, 직장상

사, 직장동료’의 코드로 분류된 사례수도 5사례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중, 고등

학생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위 3개 항목을 ‘친구’ 항목에 통합하여 ‘친구/동료/선배’의 코드로 새

롭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동네 이웃, 공공시설, 사회’에 해당하는 항목 등도 자

료의 수가 5미만의 사례가 발견 되어 이 항목들은 ‘이웃/사회’ 코드로 통합하였

다. 결론적으로 부정직 행위 대상은 부모, 부모 외 가족, 친구/동료/선배, 교사, 이

웃/사회로 사회적 경험에 따라 점점 확장되는 5개 대상 군으로 구별하여 코딩체

계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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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1) 타당도 검증

코딩의 체계화 과정을 통해 설문 자료를 행위의 동기와 이유에 의한 4개 범주 

11개의 부정직 행위 유형과 행위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모, 부모 외 가족,

친구/동료/선배, 교사, 이웃/사회의 5개 대상 군으로 구별한 부정직 행위 대

상의 코딩 체계에 따라 연구자와 평정자는 536개의 설문 자료 사례를 코딩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설문자료에 대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코딩

하는 과정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점검하였다. 내용 타당도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건설적인 피드백을 고려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으로(Rubio,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설문 자료의 내용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 지수(Inter

-rater agreement)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설문 자료에 대해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1점으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0점

으로 처리하고 점수를 양분화시켜 전체 항목 중에서 평정자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 항목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내용분석 하는 방식은 연구자가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Rubio, et al, 2003). 교육학과 박사 1인과 교육심리 박사수료생 1인으로 구성된 

2인의 평정자가 전체 질문지 자료를 대상으로 코딩체계를 활용하여 상호 평정한 

후, 전체 질문지 중 임의로 표집한 25%(N=134)의 자료를 대상으로 상호 일치

도를 비교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정직 행위 유형에 대해 

Cohen의 κ로 계산한 두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87이었다.

이렇게 분류된 코딩에 대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관점을 검증하는 단계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코딩

체계를 활용한 자료의 내적 타당성에 대해 교육심리 석사과정 3명과 박사과정 

2명, 교육학 박사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검토(peer debriefing)를 거쳤다.

전문가 검토에서 부정직 행위 유형의 범주 구성에 대한 중복, 추가, 통합, 수정의 

논의 과정을 통해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 62 -

(2) 대응분석

전체 설문지에 대한 코딩이 끝난 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성된 

유목자료에 대해 연령집단과 부정직 행위 유형, 연령집단과 부정직 행위 대상,

부정직 행위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SPSS(PASW 18)를 

사용하여 교차분석, 카이제곱(χ2)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수와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변수들 상호간에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5)을 실시

하였다.

참고로, 대응분석(CA)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과 열 범주의 독립성을 

알 수 있는 카이제곱(χ2)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변수들 간의 차이를 

확인한 연후에 상대적 관계를 분석해야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변수들 간의 교차분석과 카이제곱(χ2)검증을 통해 연령집단과 

부정직 행위유형, 연령집단과 부정직 행위 대상의 발달적 차이를 먼저 확인하

였다. 그런데 카이제곱(χ2)검정에서는 각 변수 간의 관련 정도는 알 수 없으나,

대응분석은 더 나아가 어느 행과 열 범주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도식적

으로 보여 주기(허명회, 1999 재인용; Benzecri, 1992) 때문에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하였다.

대응분석(CA)은 분할표(contingency table)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부

여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응용으로 볼 수 있다. 이

것은 분할표 자료의 행(row)범주와 열(column)범주를 저차원 공간상의 점들로 

나타내어 그들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 분석기법을 말한다(최용석,

1999; Benzecri, 1992; Greenacre, 1984). 분할표는 범주 형 자료의 두 변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표를 의미한다. 대응분석(CA)은 많은 다변량분석에 적용되는 

차원축소기법을 통하여 p차원과 n차원의 가중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행 좌표점과 

5) 대응분석의 수리적인 기원은 1930년대의 Hirshfeld의 “상관관계와 분할표의 연관성” 논문이고, 기

하학적인 면은 1960년대의 프랑스에서 Jean-Paul Benzecri에 의해 발전되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

대 Chikio Hayashi에 의해서 수량화 제 3방법으로 개발되어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명회

(1992)가 수량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SAS/IML 모듈을 제공하였고 대응분석과의 관계도 설명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S를 활용한 방법이 아닌 SPSS(PASW 19)를 활용하여 분석(노형진,

201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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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좌표점을 한 그림(주로 2차원)에 동시에 나타내어 이들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대응분석도로 나타낸다.

또한, 대응분석도로 한 그림에 동시에 나타내는 방법에는 대칭적 방법과 

투영적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칭적 방법은 기하학적으로 p차원 

공간상의 행 좌표점과 n차원 공간상의 열 좌표점을 각각의 저차원상의 단위

벡터에 투영시켜 각각의 저차원 그림을 얻고, 이를 겹쳐서 하나의 그림인 

행렬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수적으로 일반화 비정칙값 분해를 

따른다(Greenacre, 1984). 투영방법은 심플렉스상의 단위벡터에 행범주와 

열범주들을 투영시켜 좌표점을 얻어내는 기법이다(Lebart et al. 1984).

이렇게 대응분석(CA)은 전통적인 다변량 분석 기법과는 달리 자료의 분포에 

대한 가정없이 다양한 종류의 집단변수(이분, 서열, 명목)들 간의 거리 계산을 

통해 이들 간의 연관관계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의 계산

(행과 열 포인트간의 거리)이 수학적으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해야 하며 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각 차원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variability),

대응분석의 용어로는 관성(intertia)이 줄어든다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Sourial

et al., 2010). 따라서 이 기법은 기술적(descriptive)이며 가설검정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대응분석(CA)은 심리측정 변인들과 응답자의 조건 사이의 관계를 

도표상의 위치와 거리로 분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강점 때문에 최근 들어 

경영학과 심리학 등 심리측정 변인들을 주로 사용하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유용한 

분석기법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여러 변인들의 차원 감소 기법으로 

주성분분석보다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대안 기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Polak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정직 

행위 유형과 부정직 행위 대상에 대한 심리측정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직 행위 유형과 연령집단의 상호관계, 부정직 행위 대상과 

연령집단의 상호관계 및 부정직 행위 유형과 부정직 행위 대상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대응분석(CA)은 본 연구의 

변인사이의 관계를 2차원 상의 그림으로 나타내어 상호관계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되었다. 특히 이 방법은 각 차원의 가중유클리드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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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weight)를 분석할 수 있어 부정직 행위 유형과 연령, 행위 대상 등 변인 

사이 관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카이제곱(χ2) 검정을 통해 연령별 성별 차이를 확인한 후, 코딩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연령과 지각된 부정직 행위 유형 및 부정직 행위 대상의 

관계에 대해 각각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덧붙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 성과 연령집단의 변인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성별연령 변인과 부

정직 행위 유형과의 관계 및 부정직 행위 대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대응분석

(CA)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부정직 행위 대상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대응분석(CA)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대응분석(CA)의 결과 산출된 차원별 값으로 부정직 행위 유형,

연령집단, 부정직 행위 대상들의 변수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대응분석도로 나타냈다. 대응분석도는 저차원(2차원)의 좌표점을 제공하는 

대칭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응분석도를 통한 분석의 장점은 그래프상에 양쪽

으로 대칭이 되도록 속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응분석도는 주로 

2차원을 선호하는데, 이는 2차원일 때 행과 열 범주의 대응관계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Hoffman &　Franke, 1986).

4. 연구3 :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연구

본 절에서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를 위한 연구대상,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3은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인의 정직 부정직의 

경향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즉, ‘정직’과 ‘부정직’의 대립된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직 또는 부정직한 삶의 발달적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시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직성 선행연구에서는 동 서양 문화권의 문화 특수성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Lee, Xu, Fu, Cameron, & Chen, 2001;

Talwar & Lee, 2002),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직성 연구에서도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김민강, 2007;

류정현, 2011;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8; 이지혜, 2012). 이와 더불어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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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화보편성에서 문화특수성을 고려하려는 도덕 심리학계의 움직임

(Jesen, 2004, 2008, 2011)에서도 우리사회의 문화특수성을 고려한 정직성 연

구의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직 부정직 행위는 사회 문화적 과정에서 발달된 구성물이며, 한

국인의 정직 부정직 행위에 영향을 주는 문화특수적인 요소는 전통적 가치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 중 전통적 가치를 중요한 변인으로 

삼은 것은 우리사회에서 부정직 행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적 윤리인 전통적 가치가 공적 윤리인 시민적 덕목과 긴장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음에 대해 문헌자료들(곽덕주, 2005; 한덕웅, 2004; 황경식, 1995)에서 논의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및 거짓말에 관련된 자료들(이

정훈, 2002, 2008; 류정현, 2011, 월간조선 2011. 8)에서 한국인의 부정직 행위가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할 도리인 정이나 효 등의 전통적 

가치와 관련 있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전통적 가치가 정직 부정직 행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그 해소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 딜레마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딜레마 설문지에 대한 예비검사를 거쳐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발달적 차이를 분석한 후, 딜레마와 질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셋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상황에서 야기되는 갈등 양상과 해소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 선택과 해소방식의 정당화 방식에 대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

는 연령별, 성별 및 딜레마 상황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먼저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수행된 예비검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53명(48.66%), 성인 56명(51.4%)등 총 105명으로, 남성 57명

(54.1%), 여자 48명(45.9%)이었다. 예비연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을 정한 

것은 초등학생들이 흔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추론적 사고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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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선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4~6학년 학

생 중에서 평균의 이해도를 보인다고 판단된 초등학교 5학년을 예비 연구 대

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코호트 집단의 경

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지의 딜레마 구성이 초등학생이 경험하지 

못하는 직장, 부부관계 등의 가상 상황이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연령대

인 이들의 딜레마와 질문문항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설문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또한 성인을 예비연구대상으로 정한 것은 모

든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성인이 딜레마와 딜레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평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들 참가

자들에게는 초기 단계에서 개발된 딜레마 설문지를 실시한 후, 딜레마의 이해

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검사의 연구대상은 1장에서 설명한 정직 인식 연구의 2단계 설

문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같은 대상을 표집하였다. 이것은 정직 인식 연구에서 

정직 개념의 중요도 인식 결과와 본 연구의 딜레마 실험 연구 결과와의 상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였다. 표집된 연구대상에게 먼저 정직 개념의 중요도를 

리커르트 평정한 이후에 본 연구의 딜레마 설문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표본선택 

편향을 피하기 어렵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동일 연령대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 중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대상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2곳, 경기 소재 중학교 1곳, 서울 소재 고등학교 4곳, 서울 및 

춘천 소재 대학교 3곳,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성인 참가자 등 총 1,126명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에 걸쳐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자는 대학생과 성인

집단의 전공, 출신을 다양화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표 III-7>과 같이 전체적인 

지역, 계열과 전공, 출신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료 수집결과, 분석이 어려운 초등학생 18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4명,

대학생 4명, 성인 3명의 응답을 제외한 총 1,09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은 초등학생 5학년 225명(20.6%), 중학교 2학년 

224명(20.5%), 고등학교 2학년 203명(18.6%), 대학생 210명(19.3%), 성인 229명



- 67 -

구
분

초등
학생

5학년

중

학생 
2학년

고등

학생

2학년

대학생
성인

(만 26세 이상)
계

사범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소계 공기

업
사기
업 교사 금융

업
연구
원

회사
원 소계

남
109

(20)

114

(21)

101

(18.6)

21

(21.6)

24

(24.7)

52

(53.6)

97

(17.8)

19

(15.5)

43

(35)

4

(3.3)

9

(7.3)

14

(11.4)

34

27.6)

123

(22.6)

544

(50)

여
116

(21.2)

110

(20.1)

102

(19)

102

(83)

6

(5.3)

5

(4.4)

113

(21)

4

(3.7)

22

(20.8)

37

(34.9)

41

(38.7)

1

(0.9)

1

(0.9)

106

(19.4)

547

(50)

계
225

(20.6)

224

(20.3)

203

(18.6)

123

(58.6)

30

(14.3)

57

(27.1)

210

(19.3)

23

(10)

65

(28.4)

41

(17.9)

50

(21.8)

15

(6.6)

35

15.3)

229

(19.4)

1,091

(100)

(19.4%)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표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III-7>과 같다.

<표 III-7> 딜레마 설문 조사 참여자수(명(%))

2)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 

딜레마 시나리오 연구로서, 이를 위해 딜레마 사례와 설문지 개발 단계 및 예

비검사를 거쳐 딜레마 사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점검한 후, 본 검사를 수행

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구성에 딜레마 상황을 사용한 이

유는 개인의 이익과 도덕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상호작용

에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Blasi

& Glodis, 1995). 또한, 도덕적 갈등 사건을 분석하여 도덕 추론과 행동을 분석

하는 것을 통해 도덕귀감자의 도덕행위를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연구의 결과

(Walker & Hening, 2004)에 따른 것이다.

(1) 딜레마 사례 구성

딜레마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연

구를 위한 딜레마 사례를 개발하였다. 딜레마 사례 개발을 위한 조사는 각종 



- 68 -

포털의 토론방(다음의 아고라)과 토론사이트(http://www.toronsil.com)에서 상위에 

랭크된 토론 이슈와 대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각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선행연구(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8; 문용린, 장희선, 류정현, 2010) 및 본 

연구의 2절에서 부정직 행위 유형 연구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정직 행위 사례 등의 참여자의 반응율과 갈등

정도,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종합하여 딜레마 사례를 구성하였다,

딜레마 사례 구성은 정직과 오륜관계(부자, 부부, 군신, 장유, 친구 관계)를 중심

으로 한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다섯 관계와 반사회 및 친사회적 두 가

지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관습과 반사회-친사회적 유

형의 의사소통맥락에 따라 도덕 판단이 각 문화권마다 다양하다는 선행연구들(

Jensen, 2008, 2011, in press; Kun Young Chung, John & Terusoi, 2008; Lee,

Xu, Fu, Cameron, & Chen, 2001; Nisan, 1987; Talwar & Lee, 2002)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딜레마 유형이 도덕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연구자는 5가지 오륜관계와 반사회-친

사회적 상황에 따른 17개의 사례를 초기 딜레마로 구성하였다([부록5] 참고).

연구자가 선정한 초기의 딜레마 사례 17개에 대해 교육학 전공 박사 1인,

교육심리 전공 박사 수료 2인, 교육공학 전공 박사 수료 1인의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내용 타당도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건설적인 피드백을 고려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으로(Rubio,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Rubio 등(2003)이 제안하는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 CVI)를 활용하였다.

CVI지수는 4점 척도로 평가하였는데, ‘×(1점)는 부적절함, △(2점)은 수정필요,

○(3점)은 부분 수정, ◎(4점)는 적절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된 것을 다시 

1점과 2점을 받은 사례는 대표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0점 처리하였고, 3, 4점을 

받은 사례는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1점을 처리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점수를 

양분화시킴으로써 연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할 딜레마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Rubio, et al., 2003). CVI는 3, 4점으로 평가된 

사례를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해당 사례가 모두 1점을 받을 수 있는 값

으로 나누어 각 사례별 CVI를 구한다. 그 후 전체 문항의 평균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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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 대상 유형 주제
평정자

M sd CVI
피드백

반영a b c d

부자

유친

부모

-자식

반사

회적

유흥비 마련 3 2 3 2 2.5 .57 .5 삭제

아버지의 잘못 4 4 4 4 4 0 1 채택

친사

회적
얼굴에 든 멍 4 2 4 4 3.5 1 .75 수정

군신

유의

상사-

부하

반사

회적

속임수 세일 3 1 2 3 2.2 .95 .5 삭제

김부장의 문서조작 4 2 3 4 3.2 .95 .75 수정

친사

회적

사장님의 안목 2 3 2 3 2.5 .57 .5 삭제

선생님의 선물 2 3 2 3 2.5 .57 .5 삭제

부부

유별
부부

반사

회적
남편의 이상한 행동 4 4 2 4 3.5 1. .75 수정

친사

회적

여배우와 아내 1 2 1 1 1.2 .5 0 삭제

남편의 선물 4 3 4 4 3.7 .5 1 수정

장유

유서

어른

(선배)

-

아이

(후배)

반사

회적
선배의 실수 4 3 4 4 3.7 .5 1 수정

친사

회적

할머니의 빵 2 3 2 3 2.5 .57 .5 삭제

달수의 동네 후배 4 4 2 3 3.2 .95 .75 수정

붕우

유신
친구

반사

회적

친구가 깨뜨린 꽃병 1 2 1 3 1.7 .95 .25 삭제

친구의 취업 비밀 4 3 4 4 3.7 .5 1 채택

친사

회적

친구의 망친 그림 2 3 2 3 2.5 .57 .5 삭제

친구의 컨닝 목격 4 1 4 4 3.2 1.5 .75 수정

(Davis, 1992; Grant & Davis, 1997; Rubio, et al., 2003). CVI의 평균이 .8을 

넘으면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Davis, 1992).

전문가 4인의 17개 딜레마에 대한 내용분석결과는 <표 Ⅲ-8>과 같다.

<표 Ⅲ-8>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초기 딜레마 사례의 전문가 내용분석

<표 Ⅲ-8>과 같이 전문가의 딜레마 내용 분석 결과, 딜레마 별로 모든 전문

가들이 일치한 사례는 4개였다. CVI의 평균 .75 이상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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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 관계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주제

반사회적 이슈 친사회적 이슈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모-자식 아버지의 부도 얼굴의 멍

군신유의(君臣有義) 상사-부하 김 부장의 문서조작 제품 광고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남편의 회사기밀 유출 남편의 선물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선배)-아이(후배) 선배의 실수 달수의 동네 후배

붕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친구의 취업 친구의 컨닝

정도 적합한 사례로 간주하여 내용을 채택하고 완전 일치되지 않은 딜레마는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가 간 일치에 의

해 수정 없이 채택된 사례는 4개, 부분 수정을 권고한 사례는 6개였으며, 삭제

를 권고 받은 사례는 8개였다(음영은 삭제된 사례이다). 연구자는 부분 수정을 

권고 받은 사례를 수정하고, 삭제를 권고 받은 사례는 삭제하였다. 이런 과정

에서 ‘군신유의’의 오륜에 해당하는 상사와 부하사이의 친사회적 상황의 딜레

마가 모두 삭제되어 연구자는 전문가 2인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과대광

고’ 딜레마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한 10개의 

딜레마 사례를 <표 III-9>와 같이 정리하였다. 자세한 딜레마 사례의 전문은 

[부록6]에 수록하였다.

<표 III-9> 한국인의 갈등 상황 딜레마 설문지 구성 이슈

(2) 딜레마 질문문항 구성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딜레마 10개에 따른 질문문항은 행동선택, 행동

선택 정당화 방식, 갈등의 정도, 도덕 판단 및 도덕 감성의 5개 항목이었다. 이

렇게 각 딜레마 10개의 사례마다 5개 문항 총 50개 질문문항으로 구성된 초기  

‘한국인의 갈등 상황 딜레마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첫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상황에서 첫 번째 질문문항은 갈등 해

소를 위한 행동선택으로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과 ‘모른 체 한다’는 

‘소극적 부정직’, ‘거짓말을 한다’는 ‘적극적 부정직’, ‘모르겠다’는 ‘회피’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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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행동 3가지의 총 4가지 선택지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1가지의 정직 행위와 3가지 부정직 행위의 4가지 선택 항목으로 구

성하게 된 이유는 부정직 행위를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내린 것에 근거한다. 즉, 부정직 행위는 

몸의 동작이나 작은 속임수 역시 거짓말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생략, 회피 그리고 침묵과 같이 행위하지 않는 것

(inaction) 역시 부정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Cliffe, Ramsay & Burtlet, 2000)

부정직 행위로 포함하여 엄밀히 선택지를 구분하여 행동선택 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정직 행위는 행동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능동적 차원(거

짓말을 한다)과 수동적 차원(모른 체 한다) 및 무행동(잘 모르겠다) 등 3가지의 

부정직 행동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둘째,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 항목들은 부정직 행위와 거짓말 행위의 정당

화 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들(류정현, 2011;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문용

린, 장희선, 류정현, 2010; Depaulo & Kashy, 1998; Jensen, 2004; Perkins &

Turiel, 2007; Tisak & Turiel, 1984)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정당화 항목을 선

정하기 위해 Jensen(2004)의 학업 부정직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한 13가지 부

정직 행위 동기인 자기이익, 일치성, 인지된 불공정 시정, 심리적 성격, 자율성,

친사회적, 자신에게 해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피하기 위해, 발각을 피

하기 위해, 도전(진실을 의심하기), 사전의 경험(이력), 관계유지, 기타)와 한국 

청소년의 부정직 행위 유형을 분류한 문용린, 장희선, 류정현(2010)의 연구에서 

정리한 11개의 부정직 동기 유형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결과 2장의 부

정직 행위 유형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나타난 부정직 행위의 동기를 기반으

로 정당화 항목을 정리하였다. 정당화 항목의 의미가 중첩되거나 애매한 것과 

본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항목을 삭제하였고, 한국의 상황에서 발견되는 동

기인 전통적 가치 항목을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

자와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표 Ⅲ-10>과 같이 ‘자기이익, 자율성, 타인의 

시선 및 평판, 일치성, 공리주의, 전통적 가치’의 6개 항목으로 정당화 방식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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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Jensen(2004)
본 연구 설문지
정당화 항목 

기준

1

Ÿ 자기이익
Ÿ 자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
Ÿ 처벌받지 않기 위해

자기 이익(self-benefit)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피하고, 개인의 이익

2 Ÿ 자율성 자율성 (autonomy) 개인의 취향 선호

3 Ÿ 일치성(conformity)

타인의 시선
이나 평판 일치성

(conformity)

소속된 집단에서 당연히 

여기는 관습, 기대,

요구에 일치하려는 것일치성 

4
Ÿ 도전(진실을 의심하기)

Ÿ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리주의(public interests)

사적 관계 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

5
Ÿ 친사회적

Ÿ 관계유지
전통적 가치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지키려는 

인간관계에서의 도리

Ÿ 인지된 불공정 시정 해당없음

Ÿ 심리적 성격 해당없음

Ÿ 사전의 경험(이력) 해당없음

<표 Ⅲ-10>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의 정당화항목

그런데, 이렇게 6개의 정당화 방식으로 구성된 부정직 행위 선택지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 ‘타인의 시선 및 평판’ 항목과 일치성 항목의 결과가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거나 5사례 이하의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해당 항목들은 상대방의 관

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 일치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치성’으로 통

합한 총 5가지 항목의 정당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부정직 행동 선택의 5가지 정당화 방식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이익’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율성’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일치성’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판 또는 사회화 속에서 요구되며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부합되고자 하는 이유를 ‘일치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공리주의’는 나와 

관련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까지도 생각하는 것이고, 끝으로 ‘전통적 가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효, 국가 또는 조직과 구성원의 충, 부부사이의 신의, 장유

사이의 의리, 친구사이의 우정 등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하는 도리를 의미한다.

셋째, 행동선택시 참여자가 느끼는 갈등 정도와 도덕 판단 정도 및 도덕 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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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문항은 5점 리커르트 평정하도록 하였다. 거짓말의 유형을 대하는 태도(도덕

판단, 도덕감성)에 따라 거짓말 행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선미정, 2005; 이근옥,

2001; Bussey, 1992, 1999; Lee et al, 1997; Talwar & Lee, 2002)로부터 딜레마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정도, 도덕판단 정도 및 도덕 감성의 딜레마에 따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부정직 행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10개의 딜레마에 대한 행동선택의 갈등정도, 도덕 

판단 정도, 도덕적 감성의 연령별 차이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정직과 부정직의 

발달적인 경향성과 연령집단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갈등은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상충 상황에

서 행동선택을 할 때,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내적 가치 갈등을 의미한다(홍준형, 2008 재인용; Moore, 2003). 이에 근거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을 선택할 때 느끼는 갈등 정도를 1점(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부터 5점(매우 갈등이 된다)까지의 점수로 매기도록 하였다.

넷째, 도덕 판단 정도는 딜레마의 행동선택을 부정한 행동으로 선택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선행연구(Lee et al, 1997)에서는 

도덕 판단에 대해 7점 평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점(매우 잘 한 것이다)

부터 5점(매우 잘못 된 것이다)의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다섯째, 도덕 감성 문항도 딜레마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1점(매우 미안한 느낌이다)에서 5점(매우 뿌듯하다)의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3) 딜레마 설문지 타당도 검증

5개의 오륜관계와 반사회·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고려한 10개의 딜레마와 그에 따른 

5개의 질문문항으로 개발된 초기의 설문지는 딜레마 시나리오와 질문 문항의 

이해도 및 타당도 점검을 위해 2011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초등학교 5학년 53명

(남성 25명(22.9%), 여성 28명(25.7%))과 성인 56명(남성 34명(31.2%), 여성 22명

(20.2%)) 등 총 109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생과 성인을 예비

검사의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딜레마와 딜레마 수행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

하고자 함이었다.



- 74 -

예비검사 이후 검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3인과 성인 2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딜레마 사례와 질문문항에 대한 이해도,

딜레마 사례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의 정도, 반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딜레

마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

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에 관한 심층 면담 결과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어휘와 문맥 및 시나리오를 수정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도덕 

감정 문항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도덕 판단 문항과 중복되는 평가로 인식하여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어 질문문항 구성 시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10개의 딜레마 사례와 이에 따른 행동선택, 행동선택의 이유, 갈등 

정도 및 도덕 판단의 각각 4문항의 총 40문항이 포함된 ‘한국인의 갈등 상황 

딜레마 설문지’를 <표 Ⅲ-11>과 같은 체계로 구성하였다. 딜레마 사례에 대한 

행동선택과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으로 구성된 질문은 딜레마에서 도덕적 판단

에 대한 선행연구(Rest, 1974)에 나타난 형태와 유사한 구성이다. 그러나, 분석과정

에서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선택시 참여자가 느끼는 갈등 정도와 도덕 판단 정도를 

묻는 문항은 본 연구에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방식의 프로파일을 살펴

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분석에서 생략되었다.

(4) 딜레마 설문 조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에 걸쳐 ‘한국인의 갈등 상황 딜레마 설문지’라는 

이름으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시나리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

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의 경우, 각급 학교의 수업 및 강의 시간에 

연구자 및 학교의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성인의 경우에는 연구

자가 강의한 윤리경영 연수시간 이후에 참여한 89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실

시하였다. 부족한 성인집단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통계분석의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연구자와의 개별적인 일대일 면담을 통해 참여하거나, 설문에 참여

하고자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우편을 통해 추가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에 걸린 시간은 약 20~30분이었고, 설문지에는 이름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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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한국인의 갈등 상황 딜레마 설문지 구성 

제시

순서
연구문제 문항영역 문항내용 요약

1

1.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양상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양상의 배

경변인(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갈등양상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1. 당신은 아래의 이야기를 읽고, 정직과 전통적 가치에 행동선택의 갈등은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

도인지 아래의 숫자에 √표 하세요.

2

2. 한국인은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

한 행동 선택에 대한 발달적 변인(연

령,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갈등해소

방식

: 행동선택

2. 당신이 위 글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지 행동을 선택하세요.

①사실대로 말한다(정직). ② 모른 체 한다(부정직 : 소극적).

③거짓말 한다(부정직 : 적극적) ④ 잘 모르겠다(부정직 : 회피).

3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

한 행동 선택의 원인에 대한 발달적 

변인(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갈등해소

방식

: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3. 행동 선택 정당화 방식(6가지 정당화 방식 구조화)

1 자기이익 2 자율성

3 타인의 시선/평판 4 일치성

5 공리주의 6 전통적 가치

: 본 연구의 2차 연구에서 부정직 행위에 대한 개방형 설문의 결과와 선행연구(Jensen, 2004;

Tawler, Lee, 2004; 문용린 외, 2007, 2010)들을 토대로 행동 선택의 정당화의 6개 항목으로 구성)

4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

식에서의  도덕적 평가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의 해소 방

식의 도덕적 판단의 연령별 차이분석

갈등해소를 

위한 도덕 

판단 정도

4. 당신은 2번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얼
마나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표에 √표시해 보세요.

매우 잘한 것이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것이다.    매우 잘못 한 것이다.

1 2 3 4 5

; 도덕판단문항은 Lee와 동료들의 연구(1997)에서 사용된 내용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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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1) 대응분석(CA: correspondence analysis)과 다중 대응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딜레마 

사례를 구성하고 딜레마 별로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에 있어서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과 카이제곱(χ2)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PASW 18)를 활용하여 변수들 

상호간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하였고, 다중대응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의 최적화 척도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대응분석은 분할표가 이원표(two-way contingency table)일 때 적용되는 

단순대응분석(simple correspondence analysis)과 다원표(multi-way contingency

table)에 적용되는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으로 나뉘어 

진다(Greenacre & Hastie 1987).

다중대응분석(MCA)은 다차원척도법(MDS)의 특별한 경우로서 분석 자료에 

나타난 개체와 변수를 몇 차원의 공간에 점으로 표현하며(Nishisato, 1980), 이원 

분할표보다 많은 다원 분할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Kruskal,

Young & Seery, 1973). 대개 다중대응분석에서 행렬 Z는 크기가 n×(c1+c2+c3

+…+cp)인 표시행렬(indicator matrix)이라 하고, Zj(j=1,2,…, p)를 분할계획 행렬

이라 한다. 표시행렬의 내적(inner product)은 버트행렬(Burt matrix) 또는 

버트의 분할표라고 부른다. 이를 일반화한 다중대응분석의 대수적 알고리즘은 

대응분석에서 사용한 비정칙치 분해 대신에 고유치 체계(Eigenvalue system)를 

이용하였으며(Greenacre, 1984) 이를 통해 차원별 설명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대응분석 행렬도의 좌표점을 얻는 계산과정은 다소 복합하므로 생략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선택과 정당화방식 분석에 있어서 오륜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로 각각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이후 연령집단,

성별 및 반사회·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다원적 변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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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 항목에 대한 다원 

분할표를 만든 후, 각 변수에 대해 행과 열의 합으로 이루어진 대응행렬에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다중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다. 가중치(weight)나 

양(mass)을 주는 것은 실제로 행과 열의 프로파일의 중심(centroid)역할을 하여 

중심화 대응행렬로 표현(Greenacre, 1984)함으로써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상대적

으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설문조사 결과, 변수들

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분석(CA)과 다중대응분석(MCA)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륜관계(부자, 부부, 군신, 장유, 친구)와 

행동선택(정직, 소극적 부정직, 적극적 부정직, 회피) 항목에 대한 분할표를 구성

하고,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이후,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연령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연령집단(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대응분석(MCA)을 실시

하였다.

또한, 성별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따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대응

분석(CA)을 실시하였다. 덧붙여 성별연령집단과 오륜관계, 행동선택의 다원

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을 연령별로 구분한 성별연령 변인으로 재구성한 

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세 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다중대웅분석(MCA)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별로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에 어

떠한 관련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으로 나누어 다

중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다. 즉, 딜레마 사례를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으로 나

눈 후 연령,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변인에 대하여 다중대응분석(MCA)을 실

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오륜관계에 따라 정당화 방식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즉, 연령(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별로 오륜관계(부자, 부부, 군신, 장유, 친구)와 정당화 

방식(자기이익, 자율성, 일치성, 공리주의, 전통적 가치)의 분할표를 구성하여 

대응분석(CA)을 하였다. 이후, 연령집단에 다른 오륜관계와 정당화방식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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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의 다원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세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다중

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오륜관계와 정

당화 방식에 대한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먼저 실시한 카이제곱(χ2)검

증 결과, 성별 연령집단에 따라 정당화 방식에서 3개의 딜레마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성별연

령집단에 따른 오륜관계와 정당화 방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대응분

석(MCA)은 생략하였다. 그 이유는 다중대응분석(MCA)에서는 각 변수 간의 차이

가 없는 상태에서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살피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으로 나눈 후, 연령집단과 오륜관계 및 정

당화 방식의 세 변인의 다원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중된 빈도수를 투입하

여 다중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다.

(2) 유형화 연구 방법

지금까지의 연구 1, 연구 2와 연구 3의 설문을 분석한 자료를 통합하여 귀

납적인 방법으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 선택과 

정당화 방식의 항목들을 각각 연령별 빈도 분석의 결과에 대한 각 연령에 따

른 행동선택 항목과 정당화 방식 항목에 따른 빈도들을 항목별로 총합하여 비

율로 계산한 것을 활용하였다.

먼저,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의 연령별 행동선택항목을 정직

과 소극적 부정직, 적극적 부정직, 회피의 세 항목을 부정직 행위로 통합하여 

모든 딜레마의 각 연령별로 정직과 부정직 행동선택의 빈도로 합산한 후, 이

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5가지 정당화 방식(자기이익,

자율성, 일치성, 공리주의, 전통적 가치)별로 한국인 전체 중 해당연령의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당화 방식에 응답한 사례수의 연령별 빈도를 부정직 행

위 정당화 방식에 응답한 전체빈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 것을 시각화하였다.

둘째,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선택의 정직/부정직 비율과 정당화 방식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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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한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리고 행동선택 그래프와 부정직 행

위의 정당화 방식에 대한 그래프 두 가지를 하나의 평면에 투영하여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을 유형화하여 모형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은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선택과 

정당화방식의 갈등 해소방식(정직과 부정직의 5가지 정당화 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프로파일로 유형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으로 딜레마를 분별하여 딜레마 유형별로 연

령에 따른 정직 및 부정직 행동선택과 5가지 정당화 방식 항목들의 빈도를 총

합하였고, 빈도의 총합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시각화하였다. 전체 한국인의 정직

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 유형화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반사회-친사회

적 상황으로 분별하여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의 두 가지 그래프를 투영하여 각

각 유형화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양상과 갈등 해소 방식에 

관한 유형화 결과와 연구1과 연구2의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연령별 정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연령별 프로파일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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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 개념 진술문
번
호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 개념 진술문

1 타의 모범 33 속이 깊음

2 언행일치 34 스스로 규칙지킴

3 물질 앞에서 의연하기 35 손해보는 성격

4 믿을 만한 36 바른 생활

5 바른 가치관지니기 37 노력이상의 몫을 탐내지 않기

6 솔직하기 38 억지부리지 않기

7 객관적으로 행동하기 39 신념지키기

8 거짓없이 사실  추구하기 40 얄미워 보임

9 고지식한 41 법질서 준수

10 공정하기 42 겉과 속이 같은

11 과장되지 않기 43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12 나쁜 일 하지 않기 44 속이지 않기

13 배려하기 45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14 숨기지 않기 46 옳은 일 하기

15 대범함 47 우직함

16 일관적인 48 융통성이 없음

Ⅳ. 연구결과

1. 정직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범주화

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직 개념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정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분석

사고기록을 통해 수집한 개념 진술들을 의미 있는 군집으로 분류하는 개념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정직 개념 진술문들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정

직 개념 진술들을 통합하여 전문가의 유사성 평정을 거쳐 <표 Ⅳ-1>과 같이 

최종 64개 진술문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표 Ⅳ-1>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의 개념 최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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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외 없는 49 의로운 일 행하기

18 마음가짐이 바름 50 의지가 곧음

19 마음의 평화유지하기 51 이성적인

20 어울리기 어려운 52 자신과 남에게  떳떳하기

21 법 없이 살 수 있음 53 진실을 말하기

22 양심의 가책을 느낌 54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

23 부끄러움 없기 55
나와 남을 같게 생각하기를 같게 

생각하기가 높음

24 부정행위 하지 않기 56 정의를 실현하기

25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57 주변의 비난을 받을 확률높음

26 꿍꿍이 없는 58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27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59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28 사리분별하기 60 흔들리지 않음

29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기 61 거짓말하지 않기

30 규율에 맞는 62 편법하지 않기

31 소신이 있음 63 피해주지 않기

32 성실함 64 책임지기

이어서, 최종 목록으로 추출된 ‘정직’에 대한 인식 진술문 64가지가 어떤 인지적 

표상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념도 방법을 실시하였다. 개념도 방법으로는 

ALSCAL을 이용한 다차원 분석방법과 Ward방법을 통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다차원 척도 분석에서 적절한 차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합치도, 해석 

가능성, 효율성의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합치도란 각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가 결과로 도출된 차원에서의 거리에 얼마만큼 일치하느냐를 

나타낸다. 적절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차원 수의 증가에 따라 줄어

드는 합치도(stress)값을 점으로 표시하여 합치도(scree) test를 실시하였다. Kruskal

(1964)은 합치도 검증 결과 그래프 상에서 합치도값이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을 

적절한 차원의 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념도를 그리기 위한 차원의 수는 결과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차원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합치도값의 변화를 확인하는 팔꿈치(elbow)

기준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차원 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볼 수 있는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R2값을 참고하였다.

각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값와 설명량(R2)은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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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차원별 합치도 및 설명량

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R2) 설명량 증가

1개 차원 .542 .326

2개 차원 .308 .647 .321

3개 차원 .201 .783 .136

4개 차원 .115 .859 .076

5개 차원 .106 .914 .055

<표 Ⅳ-2>의 차원별 합치도와 설명량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합치도값은 

.542(32.6%)로 부적합하였고, 2차원에서 .308(R2=.647), 3차원에서 .201(R2=.783), 4차원

에서 .115(R2=.859)로 나타났다. 차원별 합치도와 설명량의 증가를 살펴보면, 1차원

에서 2차원으로 변할 때 설명량이 크게 증가(+.321)하고, 나머지 차원으로 변할 

때는 설명량의 변화가 미미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명량이 .6이나 그 이상의 측

정치를 수용할 만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여운승, 2000 재인용; Kruscal, Joseph.

B., and Myron Wish, 1978), 2차원의 합치도(stree)값이 .308, 설명량은 .647을 

보여 매우 적합한 평균범위( .205~ .365)(최한나 등 2008 재인용; Gol & Cool,

2004; Kane & Trochim, 2006)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합치도의 차원별 scree plot은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합치도의 차원별 scree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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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범주 1차원 2차원 코

드 범주 1차원 2차원

1 타의 모범 1.58 -0.3741 33 속이 깊음 -0.5156 1.2827

2 언행일치 -0.66 1.4355 34 스스로 규칙지킴 1.4436 -0.1725

3
물질 앞에서  
의연하기 0.55 -1.2503 35 손해보는 성격 -0.4112 1.4571

4 믿을 만한 -0.53 1.6119 36 바른 생활 0.0315 -1.0685

5 바른 가치관지니기 0.48 -1.4087 37
노력이상의 몫을 
탐내지 않기 1.4775 -0.153

6 솔직하기 0.24 1.5054 38 억지부리지 않기 0.7529 -0.9641

7
객관적으로 
행동하기 -0.25 -1.255 39 신념지키기 -1.2105 -0.8566

8
거짓없이 사실  

추구하기 -0.35 1.4154 40 얄미워 보임 -0.4615 1.1436

9 고지식한 -0.78 1.151 41 법질서 준수 1.5264 -0.2179

10 공정하기 -1.24 -1.0494 42 겉과 속이 같은 0.77 1.4038

11 과장되지 않기 1.49 -0.2289 43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0.8161 -0.7301

12 나쁜 일 하지 않기 1.6 -0.2811 44 속이지 않기 1.1172 1.0002

13 배려하기 1.38 -0.6334 45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1.1495 -0.9393

14 숨기지 않기 1.16 1.0355 46 옳은 일 하기 -1.0672 -1.0627

15 대범함 -1.24 -1.1128 47 우직함 -0.5142 1.0858

16 일관적인 0.6 -1.2736 48 융통성이 없음 -0.5142 1.0859

17 예외 없는 1.28 0.7908 49 의로운 일 행하기 -1.0769 -1.0425

18 마음가짐이 바름 -0.6 1.3389 50 의지가 곧음 -1.4712 0.0164

19
마음의 

평화유지하기 -0.61 1.3031 51 이성적인 -0.4988 1.1248

[그림 Ⅳ-1]과 같은 스크리 도면에서 팔꿈치 형태의 곡선 수가 1개에서 2개로 

증가할 때 적합도가 상당히 개선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 차원의 수를 2개로 

정하였다. 팔꿈치에 해당하는 2차원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완만하게 바뀌는 

3차원 지점에 대응하는 차원이 적절한 차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원의 수가 

3개를 넘어갈 경우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하기 어려워지며 해석도 어렵기 때문에 

개념도는 2차원 평면상의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Kane & Trochim,

2007; Kruskal, 1978; Trochim,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치도(stress)와 

설명량(R2) 분석결과, 개념도를 그리기에 적합한 2차원으로 차원 수를 결정하였

으며, .647의 중간 이상 수용할 만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여운승, 2000 재인용;

Kruscal, Joseph. B., and Myron Wish, 1978).

2차원의 다차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에 위치한 개별 진술문의 좌표값은 

<표 Ⅳ-3>과 같고, 도출된 각 진술문들의 위치는 [그림 Ⅳ-3]에 제시하였다.

<표 Ⅳ-3> ‘정직’ 개념의 차원별 좌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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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울리기 어려운 -0.61 1.3031 52
자신과 남에게  

떳떳하기 0.5969 -0.7635

21 법없이 살 수 있음 1.52 -0.4107 53 진실을 말하기 -0.2324 1.1972

22 양심의 가책을 느낌 0.65 -1.1668 54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 -1.0676 -0.8465

23 부끄러움 없기 1.47 -0.1907 55
나와 남을 같게 

생각하기 -0.9887 -0.5871

24 부정행위 하지 않기 1.58 -0.2582 56 정의를 실현하기 -1.0843 -1.0172

25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1.58 -0.1137 57
주변의 비난을 
받을 확률높음 -0.8241 -0.6452

26 꿍꿍이 없는 1.25 0.8637 58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1.0675 -0.8414

27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1.41 -0.086 59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패기 -1.0675 -0.8414

28 사리분별하기 -0.4 -1.0309 60 흔들리지 않음 -1.3303 0.4196

29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기 -0.18 1.3479 61 거짓말하지 않기 -1.3593 0.2104

30 규율에 맞는 0.2 -1.1243 62 편법하지 않기 1.491 -0.2593

31 소신이 있음 -0.4 1.57 63 피해주지 않기 1.4911 -0.2593

32 성실함 -0.9 -0.59 64 책임지기 -0.0489 -0.9747

개념도 방법에서의 군집 분석 방법은 Kane과 Trochim(2007)이 제안한 2개 

차원 상의 좌표 값을 통한 군집 분석 방법과 유사성 분류 원자료를 이용한 군집

분석 방법이 있다(Elliott, 1985). 2개 차원의 좌표를 사용한 방법은 군집간의 

구분이 2개 차원 상에서 명확하게 표현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환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류된 결과가 원자료의 결과라고 할 수 없고 자료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Kane & Trochim, 2007). 유사성 분류 원자료는 48명의 참여자 

반응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통해 구성한 유사성 행렬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의 왜곡이 없는 분류 원

자료인 유사성 행렬 자료를 사용하였다. 즉, 48명의 유사성 분류 원자료인 64×64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각 평정자들의 매트릭스를 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

(Ward법)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의 결과, 군집의 수는 군집화 일정표, 덴드로그램의 결과와 

군집화 일정표에서 분류된 군집의 내용들을 토대로 자극의 수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화될 때 결합 계수의 퍼센트 변화의 안정

성을 참고하여(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그림 IV-2]의 덴드로

그램에서 10미만의 거리 값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여 하나의 코드로 개발하였고, 다차원 분석결과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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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값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진술문들을 지도 위에 내적으로 일관된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IV-2] 정직 개념에 대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그림 IV-2]에서 군집분석결과 분류된 5개의 군집의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 

분류 단계에서 기술한 범주명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참고하여 박사과정 학생 2인과 박사 1인 및 연구자의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범주명을 확정하였다.

개념도 분석결과,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의 개념은 [그림 IV-3]과 같이 

‘진실성(truthfulness)’, ‘준법성(lawfulness)’, ‘충실성(faithfulness)’, ‘정의성(righteousness)’,

‘원칙주의(principledness)'의 5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개념도에서 각 점들의 거리는 진술문 카드 분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각각의 

점들을 빈번하게 같은 군집으로 분류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도 상 가까

운 점들은 참여자들이 같은 군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기초로 2

차원 상의 점들의 위치를 군집분석을 통해 5개 군집으로 묶어서 개념도 상에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다차원분석 및 위계적 군집분석의 두 분류를 통해 얻어

진 개념지도는 아이디어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각 

개념 구성들 간의 관계와 각 주제 및 이슈에 따른 아이디어의 구체적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박상희, 홍성두, 2008 재인용; Kunkel & Newso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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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한국인의 정직 인식 개념도(N=48)

[그림 IV-3]의 개념도 상에 나타난 진술문과 범주의 위치 및 거리 등을 분석한 

결과, 정직한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의 구조는 1차원(x축)과 2차원(y축)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1차원(x축)은 사회-관계적 차원(수직선의 오른쪽) 및 개인-내적 차원(수직선의 

왼쪽)을 의미한다. 사회-관계적 차원은 사회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행위나 특성을 의미하며, 개인-내적 차원은 개인의 

삶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내적인 행위나 특성을 의미한다.

사회-관계적 차원에 나타나는 범주는 ‘준법성’이 해당되고, 개인-내적 차원에 

나타나는 범주는 ‘원칙주의‘와 ’정의성’이며, ‘진실성‘과 ‘충실성’은 중간에 위치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원(y축)은 외부자-수동적 관점(수직선의 위쪽) 및 행위자-능동적 관점

(수직선의 아래쪽)을 의미한다. 외부자-수동적 관점은 외부자의 입장에서 수동적

으로 바라 본 ‘정직한 사람’에 대한 행위나 특성을 의미하고, 행위자-능동적 관점은 

정직을 실천하고자 하는 능동적 행위자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정직한 사람의 

특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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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수동적 관점에 나타나는 범주는 ‘원칙주의', ‘진실성‘이고, 행위자-능동적 

관점에 나타나는 범주는 ‘충실성’, ‘정의성’이다. ‘준법성‘은 대체로 중간에 위치

하고 있으나 다소 아래쪽에 치우치며 행위자의 능동적인 행위의 관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직에 대한 개념 진술문들에 대한 다차원 분석 및 군집분석 결과, 5개 범

주별 하위 진술문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그림 IV-4]에 제시하였다. 진술문의 

위치와 순서는 좌표 점의 위치에 따라 군집 별로 영역에 맞춰 제시함으로써,

범주 명에 따른 하위 진술문을 파악하고, x, y축 상 개념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때 진술문들은 위치에 따라 가까운 순서끼리 서로 관련

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원칙주의'는 개인의 내적인 자아 성찰수준 및 도덕적 성숙을 반영하고 있다.

이 특성은 뚜렷하게 표현되기보다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파악 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소신이 있는’, ‘손해 보는’, ‘우직함’, ‘융통성이 없음’, ‘고지식한’,

‘어울리기 어려운’, ‘속이 깊음’, ‘평온한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바름’, ‘일관성 있기’,

‘흔들리지 않음’의 총 12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진실성'은 개인의 삶에서 내적인 도덕적 기준과 신념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사람과의 사회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특성으로 외부자의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드러나는 특성개념이다. ‘언행일치’, ‘솔직하기’, ‘거짓없이 사실 추구하기’, ‘숨기지 

않기’, ‘꿍꿍이 없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얄미워 보임’, ‘투명한’, ‘속이지 

않기’, ‘진실을 말하기’, ’거짓말 하지 않기’의 총 11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정의성’은 내면의 도덕적 신념과 기준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행위자의 

실천의지가 포함된 능동적인 행동특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 ‘남에게 끌려 다니지 않기’, ‘주변의 비난을 받을 확률 

높음’, ‘나와 남을 같게 생각하기’,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의지가 곧음’, ‘신념

지키기’,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대범함’, ‘의로운 일 행하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정의를 실현하기’, ‘옳은 일 하기’, ‘공정하기’ 의 총 15개 진술문으

로 구성되었다.

‘충실성’은 개인 내적인 성숙 및 자아 성찰을 비롯하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현적으로 행동을 실천하도록 요구되는 특성이다. '일관적인', ‘양심의 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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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바른 가치관 지니기’, ‘억지부리지 않기’, ‘객관적으로 행동하기’, ‘바른 

생활’, ‘사리분별하기’, ‘물질 앞에서 의연하기’, ‘자신과 남에게 떳떳하기’, ‘성실한’,

‘책임지기’ 의 총 11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준법성’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을 능동적으로 지키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측면과 외부자의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편법하지 않기’, ‘피해주지 않기’, ‘나쁜 일 하지 않기’, ‘부정행위 

하지 않기’, ‘법질서 준수’, ‘배려하는’, ‘노력이상의 몫을 탐내지 않기’, ‘타의 모범’,

‘법 없이 살 수 있음’,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부끄러움 없기’, ‘스스로 규칙지킴’,

‘과장되지 않기’, ‘규율에 맞는’, ‘예외 없는’ 의 총 15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정직 개념 인식의 사고기술 결과, 수집된 자료는 64개의 진술문으로 

분류되었으나, 진술문의 수가 너무 많고 중첩 되는 것들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와 

교육학 박사 1인, 박사 수료생 2인의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진술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범주별 명확한 개념 진술 항목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총 64개 개념진술 중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5개의 

진술은 삭제하였으며, 3개의 진술은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다른 진술로 수정

하였고, 36개 진술은 명확하게 개념화된 다른 개념 진술에 반영하여 통합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직개념 진술문들의 의미를 최대한 손상시키기 않고 범주의 내용에 

적합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5개 범주별로 16개의 진술문으로 통합 정리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삭제, 통합 수정, 이동된 개념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3]과 

같으며, 전문가 검증 결과, ‘정직'의 개념 유사성 평정 진술문은 <표 Ⅳ-4>과 같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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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한국인의 정직 인식 개념도와 하위 진술문(N=48)

충실성(faithfulness)
16 일관적인
22 양심의 가책을 느낌
5 바른 가치관 지니기
38 억지부리지 않기

7 객관적으로 행동하기

36 바른 생활

28 사리분별하기

3 물질 앞에서 의연하기
52 자신과 남에게 떳떳하기
32 성실한 
64 책임지기

원칙주의(Principledness)
4 믿을 만한
31 소신이 있는
35 손해보는 성격
47 우직함
48 융통성이 없음
9 고지식한
20 어울리기 어려운
33 속이 깊음
19 평온한 마음가짐
18 마음가짐이 바름
51 이성적인
60 흔들리지 않음

준법성(lawfulness)
62 편법하지 않기
63 피해주지 않기
12 나쁜 일 하지 않기
24 부정행위 하지 않기
41 법질서 준수
13 배려하는
37 노력이상의 몫을 탐내지 않기
1 타의 모범
21 법없이 살 수 있음
27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23 부끄러움 없기
34 스스로 규칙지킴
11 과장되지 않기
30 규율에 맞는
17 예외 없는

진실성(truthfulness)
14 숨기지 않기
44 속이지 않기
26 꿍꿍이 없는 
42 겉과 속이 같은
8 거짓없이 사실 추구하기
29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기
53 진실을 말하기
2 언행 일치
61 거짓말 하지 않기
40 얄미워 보임
6 솔직하기

정의성(righteousness)
58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54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
43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57 주변의 비난을 받을 확률 높음
55 나와 남을 같게 생각하기
25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50 의지가 곧음
39 신념지키기
45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15 대범함
49 의로운 일 행하기
59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56 정의를 실현하기
46 옳은 일 하기
10 공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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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코딩기준 유사성 진술문 진술문

원칙
주의

개인 내적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바른 

마음가짐

양심적인 속이 깊음, 평온한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바름

신뢰 믿을 만한, 소신이 있는

이성적인 이성적인, 흔들리지 않음

고지식한
손해보는 성격, 우직함, 융통성이 없음, 고지식한, 어울리기 
어려운

진실
성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려는 특성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 말하기
거짓없이 사실 추구하기,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기, 진실을 
말하기, 솔직하기, 얄미워 보임, 

속이지 않기
숨기지 않기, 속이지 않기, 꿍꿍이 없는, 겉과 속이 같은, 
언행일치

정의
성

옳고 의로운 일을 

추구하려는 행동특성

용기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주변의 비난을 받을 확률 높음, 
의지가 곧음, 신념지키기, 대범함,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
기

공정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 
나와 남을 같게 생각하기, 공정하기

정의로운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의로운 일 행하기, 정의를 실현하기, 
옳은 일 하기,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충실
성

꾸준하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 

성실
성실한, 바른 가치관 지니기, 바른 생활, 자신과 남에게 떳
떳하기, 

책임 양심의 가책을 느낌, 억지 부리지 않기, 책임지기

일관성
일관적인, 객관적으로 행동하기, 사리분별하기, 물질 앞에서 의
연하기

준법
성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칙이나 규범과 

같이 지켜야 할 일을 

준수하려는 행동특성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피해주지 않기, 나쁜 일 하지 않기, 노력이상의 몫을 탐내
지 않기, 

법과 질서 규칙준수
편법하지 않기, 부정행위 하지 않기, 법질서 준수, 부끄러움 
없기, 스스로 규칙 지킴, 규율에 맞는, 예외없는

배려하는
배려하는, 타의 모법, 법없이 살 수 있음,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과장되지 않기     

유사성 평정 결과, ‘원칙주의’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양심적인’, ‘신뢰’,

‘합리적인’, ‘고지식한’의 4개 항목으로 통합 분류되었다. ‘진실성’에 해당하는 유

사성 진술문은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속이지 않기’의 3개 항목으로 

통합 분류되었다. ‘정의성’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용기’, ‘공평’, ‘정의로운’

등 3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충실성’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성실’, ‘책임’,

‘일관성’ 등 3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준법성’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법과 질서 규칙준수‘, ’배려하는‘ 등의 3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총 5범주 16개 항목의 개념진술로 통합·분류되었다.

<표 Ⅳ-4> ‘정직’의 개념 유사성 평정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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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정직 개념의 중요도 인식 차이

(1) 연령에 따른 중요도 인식 차이 분석

정직의 개념 인식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5범주 16개의 정직 

개념 유사성 진술문에 대해 각 5점 리커르트 척도 방법으로 중요도를 측정

하도록 하였다.

먼저, 연령 집단별로 인식하고 있는 5범주 16개의 정직 개념에 대한 중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관찰값들은 

독립적이고, 분산-공분산 매트릭스가 모든 집단들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하며,

종속변수들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어야한다(Stevens, 2002).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과 정상분포성이 만족되었으나, 분산-공분산 매트릭스

의 동질성을 점검하기 위해 Box's M값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Box'

M값이 1475.691, F값이 2,627(544)로 공분산 행렬이 .000(p<.05)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교하

고자 하는 집단의 표집 크기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보다 자세히 말

해서 가장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의 사례수 비율이 1.5 이하이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정,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의 사례수 비율이 0.89(203/229)이므로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지 않

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른 다변량 분석결과, Wilks의 Lamda값이 .691이고, F값(64)이 6.262

이므로 연령 집단에 따른 정직개념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05).

다음으로 각 16개 정직 개념별로 일변량(univariate) 분석한 결과와 5점 리커

르트 점수에 근거하여 산출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5>에 제시

된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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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도

순위

평정 
진술
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전체
F 사후검증

(Scheffe)
225 224 203 210 229 1091

1 양심적
인

M 3.93 4.23 4.23 4.33 4.40 4.22
9.143* 1<

2=3=4=5sd 1.049 .851 .886 .757 .807 .891

2 거짓말 
않기

M 3.99 3.94 4.06 4.30 4.20 4.10
4.286* 2<4

sd 1.144 1.122 1.055 .929 .920 1.044

3 신뢰
M 3.93 3.89 4.18 4.11 4.30 4.08

3.654* 2<5
sd 1.029 1.016 2.328 .931 .880 1.340

4 속이지 
않기

M 3.92 3.93 3.93 4.26 4.21 4.05
5.903* 1=2=3<4

sd 1.109 1.074 1.040 .909 .879 1.015

5 진실 
말하기

M 3.79 3.73 3.82 3.94 4.13 3.89
4.678* 1=2=3=4

<5sd 1.145 1.135 1.135 1.032 .909 1.080

6 법질서 
준수

M 3.81 3.83 3.81 3.88 4.04 3.88
2.027 -

sd 1.001 1.109 .975 1.020 .956 1.014

7 정의로
운

M 3.46 3.70 3.75 3.72 3.92 3.71
5.696* 1<5

sd 1.020 1.073 1.061 1.039 .997 1.046

8 일관성
M 3.41 3.77 3.45 3.88 3.88 3.68

10.899* 1=3<
2=4=5sd 1.111 1.025 1.028 .971 1.033 1.055

9 공정
M 3.81 3.79 3.28 3.46 3.67 3.61

9.888* 1=2=5>
3=4sd 1.024 1.062 1.024 1.039 1.030 1.053

10 책임
M 3.77 3.69 3.37 3.46 3.67 3.60

5.186* 1>3=4
sd 1.102 1.032 1.097 1.000 1.153 1.089

11 성실
M 3.76 3.52 3.06 2.94 3.38 3.34

20.551* 1>2>5>3>
4sd 1.117 1.050 1.060 1.071 1.071 1.114

12 배려
M 3.82 3.67 2.97 2.76 3.32 3.32

34.462* 1=2>5>
3=4sd 1.029 1.101 1.123 1.081 1.185 1.173

13 피해 안 
주기

M 3.56 3.55 2.93 2.93 3.41 3.28
16.187* 1>5>3=4

sd 1.121 1.157 1.144 1.089 1.211 1.178

14 용기
M 3.22 3.33 2.95 3.01 3.31 3.17

5.617* 2>5>1>
sd 1.082 .973 1.007 1.091 1.106 1.064

15 합리성
M 3.31 3.51 2.76 2.79 3.27 3.13

20.290* 1>3=4
sd 1.035 1.123 1.050 1.083 1.061 1.109

16 고지식
한

M 2.61 2.79 2.31 2.62 2.80 2.63
6.366* 2=5>3

sd 1.165 1.221 1.022 1.101 1.129 1.142

<표 IV-5>정직 개념 중요도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16개 정직 개념에 대한 일변량(univariate) 분석결과, <표 IV-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F값이 모두 1.96보다 크므로 ‘법질서 준수’ 항목을 제외하고 

각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직 개념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 .05).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개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법

질서 준수’항목에서는 연령별 차이 없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어떠한 연령 집단별로 정직 개념의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Sheffe 사후검증결과를 참고하였다([부록7] 참고).

정직 개념 인식에 있어 범주에 따라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개의 범주별 중요도 평균값과 순위를 <표 IV-6>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 93 -

범
주 평정 진술문

중요도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성인

평균
순
위

평균
순
위

평균
순
위

평
균

순
위

평
균

순
위

원

칙

주

의

양심적인 3.93

5

4.23

5

4.23

2

4.33

2

4.4

2

신뢰 3.93 3.89 4.18 4.11 4.3

합리성 3.31 3.51 2.76 2.79 3.27

고지식한 2.61 2.79 2.31 2.62 2.8

　M 3.45 3.605 3.37 3.46 3.7

진

실

성

거짓말 않기 3.99

1

3.94

1

4.06

1

4.3

1

4.2

1
속이지 않기 3.92 3.93 3.93 4.26 4.21

진실 말하기 3.79 3.73 3.82 3.94 4.13

　M　　 3.9 3.87 3.94 4.17 4.18

정

의

성

용기 3.22

4

3.33

4

2.95

3

3.01

4

3.31

4
공정 3.81 3.79 3.28 3.46 3.67

정의로운 3.46 3.7 3.75 3.72 3.92

　　M　 3.5 3.607 3.33 3.4 3.6

충

실

성

성실 3.76

3

3.52

3

3.06

4

2.94

3

3.38

3
책임 3.77 3.69 3.37 3.46 3.67

일관성 3.41 3.77 3.45 3.88 3.88

　　M　　 3.65 3.66 3.3 3.43 3.64

준

법

성

피해 안 
주기 3.56

2

3.55

2

2.93

5

2.93

5

3.41

5법질서 준수 3.81 3.83 3.81 3.88 4.04

배려 3.82 3.67 2.97 2.76 3.32

　M 3.73 3.68 3.237 3.19 3.59

<표 IV-6> 정직 개념의 범주에 대한 연령 집단별 중요도 평균과 순위

순위 분석결과, 집단별로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 평균값은 각각의 범주에서 

3.5점 이상의 값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모든 집단에서 ‘진실성’이 평균 4.1

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직 개념 가운데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직 개념으로 고등학생부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원칙주의'를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은 가장 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

생과 중학생 집단은 ‘준법성’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으나, 연령이 올라감에 따

라 중요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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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중요도 인식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정직 개념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변량 분석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Box' M검정에서, Box' M값이 2670.952, F값이 2,053(1224)로 공분산 행렬이 

.000(p<.05)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의 사례수 비율이 0.79(96/123)이므로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박현정,

2005).

정직 개념 인식에서 성별 차이와 연령집단에 대한 주 효과 및 상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다변량 검증(MANOVA)의 결과는 <표 IV-7>과 

같이 성별, 연령집단별 주 효과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성별, 연령집단별로 16개의 정직 개념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람다값이 .91, F값이 1.536으로 유의확률이 

.004(p<.001) 이므로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정직 개념의 성별* 연령 집단 간 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성별
Wil

ks의  
람다

.953 3.195* 16.000 1029.00 .000* .047

집단 .689 6.298* 64.000 4030.63 .000* .089

성별×집단 .910 1.536 64.000 4030.63 .004* .023

먼저, 정직 개념 인식의 성별 차이를 일변량(Univariate) 분석하여 <표 IV-8>

과 같이 정직 개념에 대한 연령 집단과 성별 중요도 결과로 나타냈다.



- 95 -

<표 IV-8> 정직 개념 중요도의 연령 집단 간 성별 차이 검증-기술통계와 일변량 검증

집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전체
F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108 113 102 101 97 102 96 110 122 106 540 545

원

칙

주

의

양심
적인

M 3.91 3.96 4.24 4.23 4.15 4.30 4.21 4.44 4.37 4.43 4.19 4.28 3.195

sd 1.04 1.06 .89 .811 .917 .854 .870 .628 .795 .817 .910 .863

신뢰
M 3.88 3.97 3.83 3.94 4.00 4.35 3.97 4.23 4.26 4.35 4.00 4.16 4.48*

sd 1.05 1.01 1.04 .99 .98 3.11 1.07 .77 .86 .89 1.01 1.59

합리
성

M 3.36 3.27 3.72 3.31 2.81 2.71 2.80 2.77 3.28 3.25 3.21 3.07 4.3*

sd 1.03 1.04 1.11 1.1 1.04 1.06 1.18 .99 1.07 1.06 1.13 1.08

고지
식한

M 2.69 2.53 2.97 2.61 2.44 2.19 2.49 2.73 2.76 2.84 2.67 2.57 1.6

sd 1.20 1.13 1.29 1.13 1.02 1.01 1.11 1.09 1.09 1.17 1.16 1.13

진

실

성

거짓
말않
기

M 3.94 4.04 3.93 3.94 3.92 4.19 4.28 4.31 4.00 4.43 3.99 4.19 7.44*

sd 1.15 1.14 1.12 1.13 1.11 .91 .91 .95 .95 .83 1.08 1.01

진실
말하
기

M 3.78 3.81 3.68 3.78 3.58 4.06 3.94 3.94 3.93 4.34 3.78 3.99 9.08*

sd 1.11 1.18 1.19 1.07 1.22 1.00 1.08 .99 1.02 .77 1.14 1.03

속이
지않
기

M 3.82 4.01 3.87 3.99 3.76 4.10 4.19 4.32 4.07 4.39 3.94 4.17 12.62
*

sd 1.15 1.06 1.12 1.03 1.13 .93 .96 .87 .92 .8 1.07 .95

정

의

성

용기
M 3.44 3.01 3.42 3.25 2.96 2.95 2.76 3.23 3.33 3.27 3.20 3.14 .533

sd 1.06 1.07 .99 .95 .99 1.03 1.0 1.1 1.12 1.09 1.08 1.05

공정
M 3.90 3.72 3.89 3.68 3.33 3.23 3.31 3.59 3.70 3.62 3.64 3.57 1.150

sd 1.02 1.02 1.01 1.1 1.04 1.01 1.13 .94 1.06 1.02 1.08 1.03

정의
로운

M 3.42 3.50 3.80 3.59 3.87 3.65 3.60 3.83 3.95 3.90 3.72 3.69 .308

sd 1.11 .93 1.03 1.11 1.04 1.08 1.13 .95 1.04 .95 1.09 1.01

충

실

성

성실
M 3.94 3.59 3.77 3.27 3.26 2.86 2.77 3.09 3.39 3.36 3.44 3.24 8.63*

sd 1.04 1.1 1.00 1.04 1.00 1.0 1.14 .99 1.07 1.08 1.12 1.10

책임
M 3.86 3.68 3.83 3.55 3.66 3.09 3.46 3.45 3.77 3.54 3.73 3.47 14.25

*sd 1.13 1.07 1.05 .99 1.0 1.06 1.09 .93 1.14 1.16 1.1 1.06

일관
성

M
s
d

3.50 3.32 3.85 3.68 3.51 3.39 3.91 3.86 3.91 3.85 3.75 3.62 3.264

1.19 1.03 1.02 1.03 1.03 1.03 .95 .99 1.03 1.03 1.06 1.05

준

법

성

피해
주지
않기

M 3.53 3.59 3.72 3.38 3.15 2.72 2.85 3.00 3.36 3.45 3.34 3.23 1.52

sd 1.16 1.09 1.17 1.12 1.12 1.13 1.07 1.11 1.12 1.30 1.16 1.19

법질
서유
지

M 3.81 3.80 3.95 3.71 3.90 3.74 3.78 3.97 3.92 4.17 3.89 3.89 .008

sd .99 1.02 1.16 1.05 .97 .97 1.07 .97 .96 .94 1.03 1.00

배려
M 3.91 3.73 3.75 3.59 3.15 2.79 2.65 2.86 3.34 3.25 3.37 3.25 2.83

sd 1.04 1.02 1.09 1.11 1.09 1.13 1.09 1.06 1.23 1.13 1.19 1.16

<표 IV-8>의 일변량 검증결과 정직 개념 인식에서는 대체로 성별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지만, ‘성실한’, ‘책임감 있는’, ‘신뢰할 수 있는’과 같은 ‘충실성’과 ‘거짓

말하지 않기’, ‘진실 말하기’, ‘속이지 않기’의 ‘진실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정직 개념 인식에 있어서 남성들은 여자들에 비해 대체로 ‘성실’, ‘책임’ 같은 

‘충실성'과 ‘합리성’ 항목을 더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여성들은 ‘신뢰’, ‘거짓

말하지 않기’, ‘진실 말하기’, ‘속이지 않기’ 같은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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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정직 개념에 대해 연령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성별 차이가 나는 항

목들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IV-5]와 같다.

[그림 IV-5] ‘정직’개념의 중요도 인식 성별 차이 다이어그램

정직 개념 항목별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정직 개념에 따른 성별* 연령 집단 상호작용효과 검증

정직 개념문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
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성

별 

*

집

단

원
칙
주
의

양심적인 1.738 4 .435 .565 .688

신뢰 3.075 4 .769 .433 .785

이성적인 4.866 4 1.217 1.066 .372

고지식한 12.436 4 3.109 2.448 .045**

진
실
성

거짓말 않기 7.023 4 1.756 1.646 .161

진실 말하기 9.989 4 2.497 2.197 .067

속이지 않기 2.259 4 .565 .564 .689

정
의
성

용기 22.396 4 5.599 5.107 .000**

공정 8.062 4 2.015 1.886 .111

정의로운 7.413 4 1.853 1.727 .142

충
실
성

성실 22.814 4 5.704 5.050 .000**

책임 8.582 4 2.145 1.869 .114

일관성 .783 4 .196 .182 .948

준
법
성

피해 안 주기 15.214 4 3.804 2.920 .02**

법질서준수 8.991 4 2.248 2.202 .067

배려 8.927 4 2.232 1.83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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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9>를 살펴보면, 정직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성별(2)×집단(5) 상호작용 

효과는 정직 개념 중 ‘고지식한’, ‘용기’, ‘성실’,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항목

에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에 따라 정직 개념 인식에서 성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를 나타낸 항목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지식한’, ‘피

해 안 주기’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남성들의 경우 중학생에서 높아진 것이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낮아지다가 성인이 되면 다시 높아진다. 반면, 여성들은 

고등학생에서만 낮아지다가 성인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성별 연령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용기’, ‘성실’ 등의 ‘충실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남성들은 초등학생 때 가장 높다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들지만, 성인에서 

다시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들도 고등학생까지 계속 낮아지다가 대학생 

집단에서 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2. 부정직 행위 유형

본 절에서는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행하는 부정직 행위는 무엇이며, 누

구를 대상으로 행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대상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겪

은 부정직 행위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의 내용분석과 선

행연구(류정현, 2011;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문용린, 장희선, 류정현,

2010; Jensen, 2004; Perkins & Turiel, 2007)를 토대로 연구자와 평정자가 부정직 

행위 유형을 재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부정직 행

위의 동기와 이유에 따른 행위 유형을 4개 범주 11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정직 행위 대상은 행위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모, 부모 외 가족, 친구/동료

/선배, 교사, 이웃/사회로 점점 확장되는 생활반경에 따라 5개 대상 군으로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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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

우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연령집단별 부정직 행위 유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카이제곱(x2)검증을 실시하였다. 덧붙여 연령집단과 

부정직 행위 유형의 관련성을 유사성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 맵을 도출하기 위해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기법의 하나인 대응분석은 2차원 분

할표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2차원 상의 이미지맵으로 도식화시켜줌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주는 분석기법이다. 대응분석에서는 연령집단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의 분포표를 분할표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차분석과 대응

분석을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교차분포표라고 명명하였다. 교차분포표는 <표 

IV-10>과 같다.

행위유형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전체

유희지향 36(33.3) 19(16.2) 18(17.7) 17(16.4) 1(1) 91(17)

물질지향 4(3.7) 15(12.8) 8(7.8) 17(16.4) 25(23.8) 69(12.9)

편의지향 13(12) 29(24.8) 31(30.4) 11(10.6) 4(3.8) 88(16.4)

성취지향 0(0) 3(2.6) 5(4.9) 12(11.5) 2(1.9) 22(4.1)

허영지향 4(3.7) 3(2.6) 1(1) 2(1.9) 7(6.7) 17(3.2)

관계유지 10(9.3) 11(9.4) 2(2) 17(16.4) 48(45.7) 88(16.5)

학습회피 12(11.1) 12(10.3) 8(7.8) 1(1) 0(0) 33(6.2)

처벌회피 17(15.7) 17(14.5) 20(19.6) 14(13.5) 7(6.7) 75(14)

관계회피 7(6.5) 1(.9) 5(4.9) 3(2.9) 4(3.8) 20(3.7)

책임회피 2(1.9) 7(6) 2(2) 3(2.9) 5(4.8) 19(3.6)

자기보호 3(2.8) 0(0) 2(2) 7(7) 2(1.9) 14(2.6)

전체 108(100) 117(100) 102(100) 104(100) 105(100) 536(100)

<표 IV-10> 연령집단별 부정직 행위 유형에 따른 교차분포표       명(%)

연령집단에 따라 11개의 부정직 행위 유형이 차이가 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결과, 카이제곱 값(x2)이 230.360(df=40), 유의확률이 .00(<.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집단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대응분석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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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537 .288 .671 .671

2 .266 .071 .165 .836

3 .243 .059 .138 .973

4 .107 .011 .027 1.000

전체 　 .430 1.000 1.000

<표 IV-11> 연령집단별 부정직 행위 유형 대응분석표

* x2=230.360 df=40, p<.001

<표 IV-11>에 나타난 대응분석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고유값 중 

1차원에서 67.1%, 2차원에서 16.5%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83.6%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응분석에서는 2개 차원의 설명력이 70% 정도 되면 행과 열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최용석, 2001; Greenaccre, M. & Blasius,

J., 1994). 다변량자료 분석에서 차원축소 기법인 주성분분석의 축소할 차원의 

수는 분산-공분산 행렬의 고유값(eigenvalue)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대응분석

에서 행범주와 열범주 사이의 거리를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2차원이 선호되고 있다(Jolliffe,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 2차원 상의 연령

집단과 부정직 행위 유형의 대응관계에 대한 이미지맵은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6] 연령집단별 부정직 행위 유형 대응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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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분석도에서 행범주와 열범주를 나타내는 좌표점들이 어느 특정한 좌표

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놓이게 되고, 반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의미가 있으며, 같은 방향들의 점들은 서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응관계가 높다

(최용석, 2001; Greenaccre, 1993; Greenaccre & Blasius, 1994).

[그림 IV-6]의 대응분석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에게서는 유희지

향의 부정직 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줄어

들어 성인에 이르러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과 고

등학생에서는 처벌회피형, 관계회피형, 유희지향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처벌회

피형의 경우, 학령기의 학생에게는 비슷한 빈도로 다소 많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대학생과 성인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유희, 물질, 관계유지를 위한 부정직 행위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

었다. 또한, 성인집단에서는 관계유지를 위한 부정직 행위가 다른 유형보다 가

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유지를 위한 부정직 행위 유형이 

점차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등학생에서는 이 유형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입시위주의 생활로 인해 고등학생의 활동반경이 다소 협소해지고 

있어 관계유지와 같은 공동체 관계보다는 처벌회피나 편의지향 등 개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직 행위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2) 성별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

성별에 따라 어떠한 부정직 행위를 많이 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

석과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x2)은 303. 894

이고, 유의확률이 .000(<.001)이므로 성별연령집단에 따라 부정직 행위 유형의 

빈도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연령 집단에 

따른 부정직 행위유형의 교차분포에 대한 빈도는 <표 IV-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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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548 .300 .529 .529

2 .295 .087 .153 .683

3 .277 .077 .135 .818

4 .210 .044 .078 .895

5 .198 .039 .069 .964

6 .110 .012 .022 .986

7 .077 .006 .010 .996

8 .044 .002 .003 1.000

9 .015 .000 .000 1.000

전체 　 .567 1.000 1.000

행위유형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유희지향 25(51.0) 11(18.6) 11(17.5) 8(14.8) 10(19.2) 8(16.0) 3(8.8) 14(20.0) 1(1.8) 0(0) 50(19.8) 41(14.5)

물질지향 1(2.0) 3(5.1) 9(14.3) 6(11.1) 5(9.6) 3(6.0) 5(14.7) 12(17.1) 13(23.6) 12(24.0) 33(13.0) 36(12.7)

편의지향 5(10.2) 8(13.6) 11(17.5) 18(33.3) 14(26.9) 17(34.0) 4(11.8) 7(10.0) 1(1.8) 3(6.0) 35(13.8) 53(18.7)

성취지향 0(0) 0(0) 1(1.6) 2(3.7) 4(7.7) 1(2.0) 2(5.9) 10(14.3) 1(1.8) 1(2.0) 8(3.2) 14(4.9)

허영지향 1(2.0) 3(5.1) 2(3.2) 1(1.9) 1(1.9) 0(0) 0(0) 2(2.9) 5(9.1) 2(4.0) 9(3.6) 8(2.8)

관계유지 5(10.2) 5(8.5) 2(3.2) 9(16.7) 0(0) 2(4.0) 9(26.5) 8(11.4) 26(47.3) 22(44.0) 42(16.6) 46(16.3)

학습회피 6(12.2) 6(10.2) 8(12.7) 4(7.4) 2(3.8) 6(12.0) 0(0) 1(1.4) 0(0) 0(0) 16(6.3) 17(6.0)

처벌회피 4(8.2) 13(22.0) 13(20.6) 4(7.4) 10(19.2) 10(20.0) 5(14.7) 9(12.9) 2(3.6) 5(10.0) 34(13.4) 41(14.5)

관계회피 2(4.1) 5(8.5) 0(0) 1(1.9) 3(5.8) 2(4.0) 3(8.8) 0(0) 1(1.8) 3(6.0) 9(3.6) 11(3.9)

책임회피 0(0) 2(3.4) 6(9.5) 1(1.9) 2(3.8) 0(0) 1(2.9) 2(2.9) 3(5.5) 2(4.0) 12(4.7) 7(2.5)

자기보호 0(0) 3(5.1) 0(0) 0(0) 1(1.9) 1(2.0) 2(5.9) 5(7.1) 2(3.6) 0(0) 5(2.0) 9(3.2)

전체 49(100) 59(100) 63(100) 54(100) 52(100) 50(100) 34(100) 70(100) 55(100) 50(100) 253(100) 283(100)

x2=303.894, df=90, p<.001

<표 IV-12>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 교차분포표       명(%)

다음으로 성별로 연령에 따라 따른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 연령을 통합한 

성별연령 변수를 재구성하여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의 상호관계를 지각도(perceptual map)상에 나타낸 대응분석 

결과는 <표 IV-13>과 같고, 이에 대한 이미지 맵은 [그림 IV-7]과 같다.

<표 IV-13> 성별연령 집단의 부정직 행위 유형 대응분석표

* x2=303.894, df=9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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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분석 결과 <표 IV-13>에 나타난 대응분석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고유값 중 1차원에서 52.9%, 2차원에서 15.3%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68.2%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보

이며 성별집단과 행위유형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대웅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개 차원의 설명력이 70% 정도 되면 행과 

열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고 말할 수 있고(최용석, 2001; Greenaccre, &

Blasius, 1994), 행범주와 열범주 사이의 거리를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용이하기 

때문에(Jolliffe, 1986), 본 연구에서도 [그림 IV-7]과 같이 2차원의 대응관계로 나

타냈다.

[그림 IV-7] 성별에 따른 부정직 행위유형 대응분석도

[그림 IV-7]의 대응분석도를 통해 연령별로 부정직 행위 유형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은 학습회피형이나 유희지향형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관계회피형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은 유희지향형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편의지향형이나 처벌회피형이 많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편의지향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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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계회피형도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남학

생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편의지향, 처벌회피형,

유희지향형의 부정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남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자기보호, 성취지향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지만,

남학생은 물질지향형, 처벌회피형이 많이 나타났고 있어, 남녀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관계유지형의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나 성별로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3) 대상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

대상에 따라 어떠한 부정직 행위 유형이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

석과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 값(x2)은 309.949(df=40)이고,

유의확률이 .000(<.001)이므로 대상에 따라 부정직 행위유형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교차분포표는 <표 IV-14>와 같다.

부정직 행위 

유형

대상 구분

전체
가족 가족 외

부모
부모 외 

가족
교사

친구/동료/

선배
이웃/사회

유희지향 47(29.2) 1(2.4) 14(17.1) 24(16.3) 5(4.8) 91(17.0)

물질지향 9(5.6) 3(7.1) 0(0) 22(15.0) 35(33.7) 69(12.9)

편의지향 12(6.9) 5(17.9) 13(15.9) 22(15.0) 36(34.6) 88(16.4)

성취지향 6(3.4) 5(11.9) 7(8.5) 5(3.4) 4(3.8) 22(4.1)

허영지향 3(1.9) 0(0) 1(1.2) 10(6.8) 3(2.9) 17(3.2)

관계유지 33(18.9) 6(21.4) 4(4.9) 31(21.1) 14(13.5) 88(16.4)

학습회피 20(12.4) 0(0) 12(14.6) 1(0.7) 0(0) 33(6.2)

처벌회피 43(24.6) 11(39.3) 17(20.7) 1(0.7) 3(2.9) 75(14.0)

관계회피 2(1.2) 2(4.8) 1(1.2) 15(10.2) 0(0) 20(3.7)

책임회피 0(0) 0(0) 11(13.4) 7(4.8) 1(1.0) 19(3.5)

자기보호 0(0) 0(0) 2(2.4) 9(6.1) 3(2.9) 14(2.6)

전체 175(100) 28(100) 82(100) 147(100) 104(100) 536(100)

<표 IV-14> 부정직 행위 유형과 부정직 행위 대상의 교차분포표 명(%)

다음으로 대상과 부정직 행위 유형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대응분석결과는 <표 IV-15>와 같고, 이에 대한 이미지맵은 [그림 IV-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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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552 .305 .559 .559

2 .334 .111 .204 .763

3 .308 .095 .174 .937

4 .185 .034 .063 1.000

전체 　 .546 1.000 1.000

<표 IV-15> 부정직 행위 대상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의 대응분석표

* x2=292.504, df=40, p<.001

<표 IV-15>에 나타난 대응분석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고유값 

중 1차원에서 55.9%를 설명하고 있고, 2차원에서 20.4%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76.3%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나타내며, 부정직 행위 유형과 부정직 행위 대상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도 2개 차원의 설명력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행과 

열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최용석, 2001; Greenaccre,

M. & Blasius, J., 1994)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두 범주 

사이의 관련성을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2차원의 대응분석도로 [그림 IV-8]과 

같이 나타냈다(Jolliffe, 1986).

[그림 IV-8] 부정직 행위 유형과 부정직 행위 대상 대응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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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Cronbach의 알파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분산의 %

1 .669 1.804 .601 60.133

2 .564 1.603 .534 53.419

전체 　 3.407 1.136 　

평균 .619 1.703 .568 56.776

[그림 IV-8]의 행위 대상별 부정직 행위 유형의 대응분석도를 살펴보면, 가족

에게는 처벌회피형, 학습회피형이 많이 나타나며, 가족 이외의 대상에게는 편의

지향형, 물질지향형, 관계유지형의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중 부모에게는 성취지향형과 처벌회피형, 학습

회피형의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 외 가족에게는 처벌회피형이 

많이 나타났다. 교사에게는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학업성취, 공부나 학습을 

하기 싫어하는 학습회피형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희지향형의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났다. 친구/동료/선배에게는 허영지향형, 자기보호형, 관계회

피형의 부정직 행위와 많은 관련을 보이고 있다. 이웃/사회를 대상으로는 편의지

향형, 물질지향형의 부정직 행위가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부정직 행위 대상과 부정직 행위 유형의 관계를 종합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중대응분석(MC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IV-16>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한 이미지맵은 [그림 IV-9]와 같다.

<표 IV-16> 연령에 따른 부정직 행위 대상과 부정직 행위 유형의 다중대응분석표

다중대응분석표 <표 IV-16>에 나타난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과 2

차원에서 각각 60.1%와 53.4%으로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을 충분히 설명한다.

즉,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주성분 정규화를 통해 다중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IV-9]에 나타난 연령 집단별 부정직 행위의 대상과 유형의 관계에 대해 

실시한 다중대응분석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부정직 

행위를 특히 많이 하며,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가족이외의 

대상에 대해 부정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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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9]연령별 부정직 행위 유형과 부정직 행위 대상의 다중대응분석도

연령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부모에게 유희지향형이나 처

벌회피형의 부정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

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줄었으나, 교사를 대상으로 책임회피형, 성취지향형

의 부정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학생 때 이웃/사회를 

대상으로 물질지향형, 편의지향형의 부정직 행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학생들은 조직과 사회의 질서에 반항하는 성향이 가시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중학생들의 반사회적 부정직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친구/동료/선배 대상으로 자기보호형의 부정직 행위와 

이웃/사회대상으로 물질지향형의 부정직 행위를 하면서 점차 그 대상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성인에 이르러서는 부모 외의 자녀나 배우자 및 친구/동료/선

배에 대해 관계유지형, 관계회피형, 허영지향형의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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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의 유형화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실시한 연구1의 정직 인식 분석 연구와 연구2의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흔히 겪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 해소 방식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1)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정직과 전통적 가치가 충돌하는 10개의 딜레마 갈등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질문 문항은 ‘사실대로 말한다’의 정직 행동과 ‘모른 체 한다’의 소

극적 부정직, ‘거짓말을 한다’의 적극적 부정직, ‘잘 모르겠다’의 회피 등 3가지 

부정직 행동 선택지로 구성된 총 4가지 선택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하

였다.

(1) 오륜관계에 따른 행동선택의 대응분석

10가지 딜레마별로 4가지 선택에 대한 응답이 연령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빈도에 대한 카이제곱(χ2)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딜레마별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연령별로 10개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의 빈도 분포와 

카이제곱(x2)검증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검증결과 카이제곱 값(x2)이 모든 

딜레마별 39(x2
d.f=12)이상이고, 유의확률이 .000(<.001)이므로 연령집단에 따른 행동선

택의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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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상황 집단

행동선택

전체 x2
d.f=12사실대로 

말한다.
모른 체 
한다.

거짓말한
다.

잘 
모르겠다

.

부자

아버지의 
부도

초등학생 82 38 70 34 224

158.037**

중학생 37 62 91 28 218

고등학생 21 79 83 19 202

대학생 4 82 107 15 208

성인 15 70 122 21 228

얼굴의 멍

초등학생 164 6 44 8 222

49.441**

중학생 136 4 70 10 220

고등학생 101 15 81 5 202

대학생 107 6 88 8 209

성인 118 11 91 7 227

군신

김부장의 
문서 조작

초등학생 127 44 21 32 224

43.844**

중학생 124 57 13 25 219

고등학생 104 70 10 17 201

대학생 87 89 8 25 209

성인 128 67 5 24 224

상품의 
과대광고

초등학생 142 23 35 22 222

40.092**

중학생 123 31 43 21 218

고등학생 104 33 45 18 200

대학생 112 38 31 28 209

성인 112 65 28 20 225

부부

남편의 
회사비밀 

유출

초등학생 77 70 44 33 224

90.401**

중학생 53 85 53 27 218

고등학생 27 113 41 20 201

대학생 16 129 54 10 209

성인 39 118 47 20 224

남편의 
선물

초등학생 87 8 111 14 220

39.788**

중학생 54 6 144 12 216

고등학생 57 9 129 5 200

대학생 69 6 128 4 207

성인 97 14 105 6 222

장유

선배의 
실수

초등학생 177 13 24 9 223

102.232**

중학생 179 16 10 10 215

고등학생 143 32 24 5 204

대학생 119 36 36 16 207

성인 119 69 24 10 222

달수의 
고향 후배

초등학생 117 27 65 13 222

70.502**

중학생 89 58 49 19 215

고등학생 68 80 44 12 204

대학생 80 87 28 11 206

성인 88 86 38 10 222

친구

친구의 
취업비밀

초등학생 162 23 18 20 223

126.369**

중학생 150 35 13 17 215

고등학생 105 66 16 12 199

대학생 85 99 12 10 206

성인 93 100 7 22 222

친구의 
컨닝

초등학생 121 54 24 22 221

140.998**

중학생 69 101 24 21 215

고등학생 42 123 23 11 199

대학생 34 147 15 11 207

성인 42 146 20 13 221

<표 IV-17> 10개의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의 연령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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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33 .111 .784 .784

2 .163 .026 .188 .971

3 .063 .004 .029 1.000

전체 　 .141 1.000 1.000

다음으로, 오륜관계와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선택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본 대응분석결과는 <표 IV-18>과 같고, 이에 대한 이미지맵은 [그림 IV-10]과 같다.

<표 IV-18> 한국인 전체의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대응분석표

* x2=1512 df=12, p<.001

<표 IV-18>에 나타난 대응분석의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78.4%, 2차원에서 18.8%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97.1%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나타낸다. 즉, 딜레마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이 유의미한 대응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분

석의 결과도 2차원상의 대응분석도인 [그림 IV-10]에 나타냈다.

[그림 IV-10]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대응분석도

[그림 IV-10]의 대응분석도를 살펴보면, 부자, 부부의 가족관계에서는 좌표의 왼쪽 

편으로 치우쳐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친구관계에서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가족 

외의 관계에서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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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딜레마 유형별 연령집단의 행동선택 빈도분석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딜레마 상황별 갈등해소를 위한 4가지 행동선택

이 오륜관계 및 연령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본 대응분석에서는 거리의 

계산(행과 열 범주의 거리)이 수학적으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해야 하며 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각 차원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

(variability), 관성(intertia)이 줄어든다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Sourial et al.,

2010).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 연령별로 갈등해소의 

행동선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표 Ⅳ-17>의 연령별 교차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빈도분포 그래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딜레마별로 행동선택

에 대한 연령별 빈도분포를 [그림 Ⅳ-11]부터 [그림 Ⅳ-15]에 그래프로 나타냈

으며, 오륜의 관계별로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으로 짝지어 비교하였다.

먼저, 정직과 갈등관계에 놓이는 전통적 가치인 오륜 중 ‘부자’관계에서의 

반사회적 상황인 ‘아버지의 부도’와 친사회적 상황인 ‘얼굴의 멍’의 경우의 행

동선택은 [그림 Ⅳ-11]과 같이 나타났다.

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아버지의 부도 얼굴의 멍 

[그림 Ⅳ-11]정직과 ‘부자’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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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김부장의 문서조작 자사 상품 과대 광고 

<표 IV-17>과 [그림 Ⅳ-11]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관계 딜레마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있어 집단 별로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x2
d.f=12.=158.037, p<.05, x2

d.f=12.=49.441, p<.05). 반사회적 상황인 ‘아

버지의 부도’의 딜레마에서 초등학생은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을 선택

한 빈도가 다른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모른 체 한

다’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과 ‘잘 모르겠다’의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한 빈

도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친사회적 상황인 ‘얼굴의 멍’ 딜레마에서

는 훨씬 많은 빈도가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빈

도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대신 ‘거짓말을 한다’는 적극적 부정직 행

동선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정직 선택비율이 

부정직 선택 비율보다 높은데 이는 부자관계에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인 ‘효’의 갈등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직과 갈등관계에 놓이는 전통적 가치 중 ‘군신’ 관계에서의 행동선택은 

[그림 Ⅳ-12]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Ⅳ-12]정직과 ‘군신’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그림 Ⅳ-12]와 <표 IV-17>을 살펴보면, ‘군신’관계 딜레마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있어 집단 별로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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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남편의 회사비밀 유출 남편의 선물

수 있다(x2
d.f=12.=43.844 p<.05, x2

d.f=12.=40.092, p<.05). 반사회적 상황인 ‘김부장의 

문서조작’의 경우, 대체로 모든 연령 집단에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

선택이 많이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이 올라가면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 선택 빈도는 빈도가 줄어들다가 성인집단에서 다시 늘어났다. 또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모른 체 한다’는 소극적 부정직 행위 선택 빈도도 늘어나다가 성

인집단에서 다소 줄어들고 있었다.

친사회적 상황인 ‘상품의 과대 광고’의 경우에도 전체 집단에서 ‘사실대로 말

한다’는 정직 행동선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빈도

로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 선택을 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른 체한다’

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의 빈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반사회적 상황에서 대학생 집단을 기점으로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 선택

이 급격히 증가하고, ‘모른 체 한다’의 소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행동 선택의 빈도가 급격히 바뀌는 지점을 이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대학생들이 

정직과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직과의 관계를 민감하게 고려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아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정직 부정직

행동 선택에 있어서 '군신'관계에서 ‘충’을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직과 갈등관계에 놓이는 전통적 가치 중 ‘부부’ 관계에서의 행동선택은 

[그림 Ⅳ-13]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Ⅳ-13]정직과 ‘부부’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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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선배의 실수 달수의 고향 후배

[그림 Ⅳ-13]과 <표 IV-17>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딜레마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있어 집단 별로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x2
d.f=12.=90.401, p<.05, x2

d.f=12.=39.788, p<.05). 반사회적 상황인 ‘남편의 회사

비밀 유출’의 경우, 초등학생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 집단에서 소극적 부

정직 행위인 ‘모른 체 한다’는 소극적 부정직 행위 선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선택의 빈

도가 줄어들다가 성인집단에서 다시 늘어났다. 또한 연령이 올라가면서 ‘모른 체 한

다’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의 빈도도 늘어나다가 성인집단에서 다소 줄어들고 

있었다. 이에 반해 친사회적 상황인 ‘남편의 선물’의 경우에는 전체 집단에서 ‘거짓

말 한다’는 적극적 부정직 행동선택의 빈도가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초

등학생에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선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다가 중학생에

서 낮아지다 연령이 점차 올라갈수록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선택의 빈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성인은 부부관계의 친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거짓말 한다’는 적극적 부정직 빈도가 급격히 줄고,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선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연령집단에게는 정직·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부부의 도리가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직과 갈등관계에 놓이는 전통적 가치 중 ‘장유’ 관계에서의 행동선택은 

[그림 Ⅳ-1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Ⅳ-14]정직과 ‘장유’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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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와 <표 IV-17>을 살펴보면, ‘장유’관계 딜레마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있어 집단 별로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x2
d.f=12.=102.232, p<.05, x2

d.f=12.=70.502, p<.05). 반사회적 상황인 ‘선배의 실수’의 

경우, 전체 집단에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 선택의 빈도가 높게 나왔으며,

특히 초등·중학생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고등학생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모른 체 한다’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친사회적 상황인 ‘달수의 고향후배’의 경우 초등학생은 여전히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선택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라 점차 

줄어들다가 대학생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모른 체 한다’는 소극적 부정직 행

동 선택의 빈도는 초등학생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 집단에게 ‘장

유(선-후배)’의 관계에서의 도리는 정직·부정직 행위 선택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정직과 갈등관계에 놓이는 전통적 가치 중 ‘친구’ 관계 딜레마에서의 

행동선택은 [그림 Ⅳ-15]와 같이 나타났다.

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친구의 취업비밀 친구의 컨닝

[그림 Ⅳ-15]정직과 ‘친구’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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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와 <표 IV-17>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딜레마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있어 연령집단 별로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x2
d.f=12.=126.369, p<.05, x2

d.f=12.=140.998, p<.05). 반사회적 상황인 ‘친

구의 취업비밀’의 경우, 초등학생은 ‘사실대로 말한다’는 정직 행동 선택의 빈

도가 특히 높게 나왔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에 초등학생은 소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의 빈도는 매우 낮았으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급격히 증

가하여 대학생 이상의 집단에서는 정직 행동 보다 소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의 

빈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친사회적 상황인 ‘친구의 컨닝’의 경우는 

반사회적인 상황에 비해 연령이 올라가면서 ‘모른 체 한다’는 소극적 부정직 행

동 선택의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정직 행동 선택의 빈도는 

연령이 올라가면서 친사회적인 딜레마 상황에 비해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

지만, 이에 반해 반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연령이 올라가면서 낮아지는 정도가 

줄어들어 성인집단에서는 다시 다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친구’관계에서는 정직·부정직 행위가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정직 행동선택과 부정직 행동선택의 빈

도분포가 서로 교차하며 대학생, 성인에게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행동선택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중학생 집단에게 

특히 민감한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으로 차이를 보인다.

(3)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다중대응분석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상황에서 연령에 따라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이 어떠

한 관련성을 갖는 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대응분석(MCA :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대응분석은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가 주어진 경우 

대응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지시행렬(indicator matrix)에 대한 대응분석이라고도 한

다. 이러한 다중대응분석은 오륜의 관계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선택의 연령에 

따른 변화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중대응분석결과는 <표 IV-19>와 

같고, 이에 대한 이미지맵은 [그림 IV-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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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Cronbach의 알파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분산의 %

1 .368 1.326 .442 44.188

2 .324 1.276 .425 42.522

전체 　 2.601 .867 　

평균 .347a 1.301 .434 43.355

<표 IV-19>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다중대응분석표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다중대응분석 결과 <표 IV-19>에 나타난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고유 값 중 1차원에서 44.2%, 2차원에서 42.5% 등 

도합 86.7%의 누적 설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중대응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미지맵은 [그림 IV-16]이다.

[그림 IV-16]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에 대한 대응분석도

[그림 IV-16] 각 연령집단별 행동선택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

생은 딜레마 갈등 상황에서도 대체로 정직행동을 선택하고 중학생부터 회피 

행위를 선택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소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보이다가 

소극적 부정직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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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장유,

군신관계에서 정직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도 장유, 군신관

계에서 정직행동과 회피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은 

군신관계에서 회피나 소극적, 적극적 부정직 행동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성인으로 갈수록 부자, 부부관계에서 적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과 친구관계에서 소극적 부정직 행동선택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오륜관계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4) 성별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다중대응분석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이 성별 연령집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딜레마 유형에 따른 성별 교차분석과 다중대응

분석(MCA)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딜레마에서 성별연령별로 행동선택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과 카이제곱(χ2)검증 결과, 성별연령

집단에 따른 행동선택의 빈도는 <표 IV-20>과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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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행동

선택

집단 전체

x2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성별

남 여 p 남 여 p 남 여 p 남 여 p 남 여 p 남 여

아버
지의
부도

1 49 33

.026
*

25 12

.04
7*

13 8

.435

4 0

.146

7 8

.938

98 61
12.9

2
**

2 12 26 24 38 38 41 35 47 38 32 147 184

3 33 37 44 47 43 40 49 58 66 56 235 238

4 14 20 15 13 7 12 8 7 12 9 56 61

얼굴
의 
멍

1 78 86

.835

72 64

.118

53 48

.763

45 62

.563

36 55

.486

284 315

.653
3

2 2 4 3 1 6 9 4 2 3 6 18 22

3 23 21 28 42 39 42 43 45 36 36 169 186

4 4 4 7 3 3 2 4 4 2 4 20 17

김부
장의
문서
조작

1 71 56

.005
*

65 59

.532

54 50

.357

39 48

.121

81 47

.01*

310 260

23.5
11**

2 14 30 25 32 30 40 39 50 28 39 136 191

3 13 8 8 5 7 3 7 1 3 2 38 19

4 10 22 11 14 9 8 11 14 10 14 51 72

상품
과대
광고

1 74 68

.262

63 60

.801

52 52

.142

52 60

.048
*

70 42

.022
*

311 282

9.59
2**

2 9 14 17 14 14 19 18 20 29 36 87 103

3 17 18 20 23 28 17 19 12 10 18 94 88

4 7 15 9 12 6 12 7 21 12 8 41 68

남편
의회
사비
밀유
츨

1 35 42

.151

31 22

.276

20 7

.05*

7 9

.111

24 15

.713

117 95

9.49
*

2 31 39 36 49 52 61 52 77 60 58 231 284

3 28 16 27 26 20 21 30 24 25 22 130 109

4 14 19 15 12 8 12 7 3 11 9 55 55

남편
의선
물

1 54 33

.003
*

40 14

.000
*

33 24

.204

24 45

.091

50 47

.948

201 163

9.56
**

2 2 6 5 1 2 7 3 3 7 7 19 24

3 42 69 56 88 62 67 66 62 58 47 284 333

4 8 6 7 5 3 2 3 1 3 3 24 17

달수
의고
향후
배

1 56 61

.567

49 40

.182

35 33

.714

42 38

.086

57 31

.002
*

239 203

21.6
11**

2 13 14 23 35 35 42 33 54 36 50 140 195

3 34 31 28 21 23 19 16 12 23 15 124 98

4 4 9 8 11 5 7 3 8 2 8 22 43

선배
의실
수

1 86 91

.988

86 93

.558

68 75

.729

58 61

.480

41 51

.326

339 371

.709
2 6 7 10 6 15 14 13 23 25 33 69 83

3 11 13 6 4 13 9 18 18 6 11 54 55

4 4 5 6 4 3 2 6 10 0 6 19 27

친구
의비
밀취
업

1 82 80

.354

78 72

.051

55 50

.024
*

41 44

.157

61 32

.000
*

317 278

.000
*

2 10 13 13 22 24 42 43 56 37 63 127 196

3 9 9 10 3 12 4 8 4 6 1 45 21

4 6 14 6 11 7 5 2 8 14 8 35 46

친구
의 

컨닝

1 60 61

.027
*

39 30

.035
*

23 19

.004
*

12 22

.454

17 25

.249

151 157

15.9
46**

2 24 30 40 61 55 68 71 76 84 62 274 297

3 17 7 16 8 18 5 8 7 11 9 70 36

4 6 16 12 9 2 9 4 7 6 7 30 48

<표 IV-20>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대한 성별연령 집단의 교차분석표(명)

1= 사실대로 말한다. 2=모른 체 한다. 3=거짓말한다. 4= 잘 모르겠다.

성에 연령 변인을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한 성별연령의 변수에 따라 오륜관계

가 딜레마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다. 다중대응분석결과는 <표 IV-21>과 같고, 이

것에 대한 이미지맵은 [그림 IV-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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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Cronbach의 알파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분산의 %

1 .371 1.329 .443 44.293

2 .331 1.283 .428 42.755

전체 　 2.611 .870 　

평균 .351a 1.306 .435 43.524

<표 IV-21> 성별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다중대응분석표

성별연령과 오륜관계에 대한 행동선택의 다중대응분석 결과 <표 IV-21>에 나

타난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고유 값 중 1차원에서 44.3%, 2차원에서 

42.8%를 설명하고 있어 도합 87%의 누적 설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연령과 

오륜관계에 대한 행동선택의 다중대응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IV-17] 성별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다중대응분석도

[그림 IV-17]에 나타난 성별연령과 오륜관계에 따른 행동선택의 관계를 살펴

보면,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의 경우 정직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남성은 적극적인 부정직 행동을, 여성은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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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여성들은 x축의 왼쪽 아랫부분에 분포하여 소극적 부

정직 행동과 점차 관련이 깊어지며, 남성들은 오른쪽 부분에 분포하여 여성들

보다 적극적 부정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자, 부부관계

에서 고등학생 남성과 대학생 남성이 다른 집단보다 적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유관계 상황에서는 대체로 정직행위를 선택하는데,

중학교 남학생과 초등학생이 관련성을 보였다.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으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여성과 성인 남성집단에서는 

대체로 친구관계에서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나타났으며,

대학교 남학생과 성인 남성 집단은 부부관계에서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여학생과 고등학교 

남학생은 응답회피를 선택하였다.

(5)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대응분석 및 다중

대응분석

선행연구들에서 반사회 및 친사회 상황에 따라 정직 행위 유형과 발달이 다

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딜레마 상황에 따라 정직 및 부정직 행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연령집단별 행동선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0개의 딜레마 상황은 5개

의 반사회적 상황과 5개의 친사회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후, 이를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와 행동선택의 

관련을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

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4개 항목의 상호관계의 대응분석 결과는 <표 

IV-22>와 같다([부록9]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별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빈도 

분포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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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69 .220 .825 .825

2 .209 .044 .163 .988

3 .057 .003 .012 1.000

전체 　 .266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87 .238 .834 .834

2 .206 .043 .149 .983

전체 .069 .005 .017 1.000

<표 IV-22>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대응분석표

* x2=648.000, df=16, p<.001

<표 IV-22>에 나타난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대응분석 좌

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82.5%, 2차원에서 16.3%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98.8%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친사회적 상황의 오륜관계(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와 행동선

택의 관련을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친사회적 상황의 5개 

오륜관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4개 항목의 상호관계의 대응분석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대응분석표

* x2=1508.705, df=16, p<.001

<표 IV-23>에 나타난 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 좌

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83.4%, 2차원에서 14.9% 등 2개 차원에서 전

체 고유값의 98.3%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차원의 설명량이 

2차원보다 높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에서 

각각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상호관계 이미지 맵은 [그림 IV-18]에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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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그림 IV-18]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대응분석도

[그림 IV-18]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주로 가족관계에서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즉, 부자관계에서는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 

하며, 부부관계에서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나, 가족 

외 관계인 군신, 장유, 친구관계의 딜레마에서는 대체로 정직을 선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즉, 가족을 위해서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관계에서는 반사회적 상황과 친사회적 상황간 

뚜렷한 행동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친구를 위해서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반면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

였다. 그러나 군신·장유관계에서는 반사회 및 친사회적 유형의 구분없이 모두 

정직 행동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법이나 사회적 규준에서 벗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반사회적인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서는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고, 그 외 관계에서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행동에 대한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부부를 위해 적극적 

부정직을, 친구를 위해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령 변인을 추가하여 반사회적 상황과 친사회적 상황을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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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Cronbach의 알파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분산의 %

1 .5 1.5 .500 49.995

2 .3 1.25 .417 41.666

전체 　 2.75 .917 　

평균 .409a 1.375 .458 45.830

후, 연령집단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복합적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다. 먼저,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별 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 5가지 관계와 행동선택에 대해 다중 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

다. 연령별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중대응분

석 결과는 <표 IV-24>와 같고, 이미지맵은 [그림 IV-19]와 같다.

<표 IV-24>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다중대응분석표

반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중대응분석표 <표 IV-26>에 나타난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과 2차원에서 각각 50%와 41.7%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91.7%를 설명한다. 즉,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주성분 정규화를 통해 다중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9]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다중대응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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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Cronbach의 알파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분산의 %

1 .506 1.508 .503 50.28

2 .319 1.27 .423 42.35

전체 　 2.779 .926 　

평균 .42 1.389 .463 46.315

[그림 IV-19]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을 살펴보면,

연령별 집단은 y축의 아래부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위쪽으로 분포하고 있다.

각 행동 선택에 대한 연령과 오륜관계에 대한 이미지맵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은 특히 장유관계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부터 성

인까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친구, 군신, 부부관계로 대상이 변하면서 소극적 부정

직 행동을 선택하지만, 부자관계에서는 모든 집단이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친사회적 상황의 딜레마에 대한 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대응분석(MCA)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 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다중대응분석표

<표 IV-25> 친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중대응분석표에 나타난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50.3%, 2차원에서 42.3%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92.6%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

선택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주성분 정규화를 통해 다중대응관계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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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0] 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다중대응분석도

[그림 IV-20]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상황에서 초등학생은 부자, 군신(선생님-

제자) 관계에서 정직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집단은 군신관계

에서 정직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 이상의 연령집

단에서는 공통적으로 y축의 위쪽에 분포하면서 정직보다 적극적 부정직, 소극적 

부정직, 회피 등의 행동선택이 비슷한 분포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륜관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적극적인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며,

친구관계에서 소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과 관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

령별로는 중학교 이상의 집단에서는 원점 가까이에 플롯(plot)되어 있어 어떤 행동

선택이나 오륜관계와 관련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변수의 수가 늘어날

수록 각 차원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variability), 관성(intertia)이 줄어든다는 제

약점(Sourial et al., 2010)이 있으므로 반사회 및 친사회적 유형의 구분에 따른 행

동선택에 대해 연령별 빈도분석그래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그림 Ⅳ-11~15]).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오륜의 친사회적 및 반사회적 상황이 행동선택에 어떠

한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 집단을 연령별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 오륜의 반사회-친사회적 상황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관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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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62 .131 .508 .508

2 .346 .120 .464 .973

3 .084 .007 .027 1.000

전체 　 .258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50 .203 .595 .595

2 .360 .130 .380 .975

3 .092 .008 .025 1.000

전체 　 .341 1.000 1.000

펴보았다. 이것은 성별로 반사회-친사회적 상황과 5개의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

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반사회-친사회적 상황과 

오륜관계 및 성별 변수로는 대응분석하기에 적합한 2원 분포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사회-친사회적 상황과 오륜의 관계를 통합한 10가지 항목을 ‘오륜관계 상황’으로 

명명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남성들의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에 따른 오륜관계 상황과 행동선택의 대응분석 

결과는 <표 IV-26>과 같고, 여성들의 오륜관계 상황과 행동선택의 대응분석 결

과표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6> 남성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오륜관계 상황과 행동선택 대응분석표

* x2=1346.396, df=27 p<.001

<표 IV-26>에 나타난 대응분석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50.8%, 2차원 46.4%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79.3%를 설명하고 있어 2

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7> 여성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오륜관계 상황과 행동선택 대응분석표

* x2=1840.333, df=27, p<.001

<표 IV-27>에 나타난 대응분석의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고유값 

중 1차원에서 59.5%, 2차원 38%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97.5%를 설명

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이미지맵을 남녀 집단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IV-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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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그림 IV-21] 성별 오륜관계 상황에 따른 행동선택의 대응분석도

[그림 IV-21]에서 성별 오륜관계와 딜레마 상황을 관련지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관계에서 적극적인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부부관계의 친사회적인 상황과 부자관계의 반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였다. 친구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친구관계

의 친사회 상황에서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남성

이 여성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관계 반사

회적 상황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극적 부정직 행동과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신과 장유관계 등의 가족 외 관계에서는 남녀 모

두 정직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성들은 친구관계의 친사회적인 상황에서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

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친구관계의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정직행동을 선택

하였다. 이는 남성들이 친구나 동료와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직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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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 선택의 정당화 방식

본 연구에서 규정한 행동선택의 정당화 항목들은 부정직 행위 및 거짓말 행

위의 정당화 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들(류정현, 2011;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문용린, 장희선, 류정현, 2010; Depaulo & Kashy, 1998; Jensen, 2004;

Perkins & Turiel, 2007; Tisak & Turiel, 1984)을 참고하여 부정직 행위의 동기

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정당화 항목의 의미가 중첩되거나 애매한 것, 그리고 본 연구 2의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동기인 ‘전통적 가치’ 항목을 추가하여 ‘자기이익’, ‘자율성’, ‘타인의 시선/평판’,

‘일치성’, ‘공리주의’, ‘전통적 가치’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당화 

방식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 및 평판’ 항목과 ‘일치성’ 항목의 설문

결과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 두 항목은 모두 상대방의 관점을 기준

으로 사회 일치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치성’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기이익’, ‘자율성’, ‘일치성’, ‘공리주의’, ‘전통적 가치’ 등 5개의 

정당화 항목에 대한 선택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대응분석

10가지 딜레마 별로 갈등 해소 정당화 방식에 대해 연령집단 간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 빈도에 대한 카이제곱(x2)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딜레

마별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관계에 대해 대응분석(CA)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x2)검증결과, <표 IV-28>과 같이 ‘아버지의 부도’(x2
(d.f=16)=18.806

p=.279>.05)와 ‘김부장의 문서조작’(x2
(d.f=16)=22.129, p=.139>.05)을 제외한 모든 

딜레마에서 연령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아버지의 부도’

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김부장

의 문서조작’의 경우 모든 연령이 ‘자기 이익’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났

지만, 다른 딜레마의 경우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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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상황 행동 선택
정당화 방식

집단
전체 x2

d.f=16초등
학생

중
학생

고등
학생

대
학생 성인

부자

아버
지의 
부도

자기이익 15 23 26 32 21 117

18.806

자율성 2 4 5 4 7 22

일치성 4 4 10 3 10 31

공리주의 20 38 24 30 28 140

전통적 가치 67 84 97 120 126 494

얼굴
의 멍

자기이익 7 2 7 7 5 28

33.152
*

자율성 1 4 9 12 5 31

일치성 0 1 3 1 2 7

공리주의 8 11 8 2 14 43

전통적 가치 29 53 66 72 75 295

군신

김부
장의 
문서
조작

자기이익 22 34 39 45 19 159

22.129
자율성 3 6 2 5 7 23

일치성 13 12 15 18 16 74

공리주의 13 10 15 21 21 80

전통적 가치 14 8 9 8 9 48

상품
의 

과대
광고

자기이익 22 30 25 24 23 124

27.831
*

자율성 3 4 9 9 12 37

일치성 6 13 15 6 8 48

공리주의 4 11 8 11 16 50

전통적 가치 15 7 18 15 29 84

부부

남편
의 

회사
비밀 
유출

자기이익 19 20 26 24 27 116

28.159
*

자율성 2 10 10 6 7 35

일치성 11 15 17 6 9 58

공리주의 37 52 52 65 47 253

전통적 가치 45 41 49 82 75 292

남편
의 

선물

자기이익 9 0 4 3 7 23

58.285
**

자율성 1 8 5 13 13 40

일치성 3 5 1 2 1 12

공리주의 14 31 28 45 28 146

전통적 가치 82 88 90 68 58 386

장유

선배
의 

실수

자기이익 8 2 5 2 15 32

32.106
*

자율성 3 5 14 25 20 67

일치성 4 5 8 9 17 43

공리주의 10 10 8 21 28 77

전통적 가치 12 4 21 15 12 59

고향
후배
의 

잘못

자기이익 7 9 19 21 18 74

33.792
*

자율성 0 6 9 13 18 46

일치성 3 5 2 2 0 12

공리주의 26 25 22 15 21 109

전통적 가치 49 52 79 55 59 276

친구

친구
의 

취업
비밀

자기이익 10 12 22 38 40 122

31.32*

자율성 1 7 7 17 23 55

일치성 10 6 10 9 17 52

공리주의 5 7 15 14 10 51

전통적 가치 15 16 28 33 17 109

친구
의 

컨닝

자기이익 32 52 79 89 92 344

44.467
**

자율성 1 4 3 16 14 38

일치성 0 5 4 2 4 15

공리주의 11 19 9 20 12 71

전통적 가치 27 36 46 28 32 169

<표 IV-28> 딜레마 상황에 따른 갈등 해소의 행동선택 정당화 연령별 빈도분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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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15 .172 .766 .766

2 .184 .034 .151 .917

3 .107 .012 .051 .968

4 .085 .007 .032 1.000

전체 　 .225 1.000 1.000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오륜관계와의 갈

등해소를 위한 정당화 방식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이를 지각도상에 나타낸 대응분석 결과는 <표 IV-29>와 같다.

<표 IV-29> 딜레마에서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에 대한 연령집단의 대응분석표

* x2=1150.03, df=16, p<.001

<표 IV-29>에 나타난 대응분석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76.6%, 2차원에서 15.1%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91.7%를 설명하며, 2개

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 유의미한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22]오륜관계에 따른 정당화 방식의 대응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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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2]에 나타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자

관계에서는 전통적 가치로, 친구관계에서는 자기이익으로, 장유관계와 부부관계에서

는 공리주의로, 군신관계에서는 일치성과 자율성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관계에서는 효와 신의를 지키기 위한 전통적 가치를 이유로 부정직 행동을 하지

만, 친구사이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앞서는 경향으로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장유관계와 부부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

리주의를 이유로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지만, 군신관계에서는 그 조직이나 사회에서 흔

히 통용되는 사회 일치성을 이유로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딜레마별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연령별 빈도분석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딜레마별(10가지) 갈등해소를 위한 정당화 방식(5가

지)이 연령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 <표 Ⅳ-28>

과 같이 모든 딜레마에서 정당화 방식이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 딜레마별 연령에 따른 갈

등해소의 부정직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

륜관계와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을 짝지어 연령별 빈도그래프로 비교하였다([그림 

Ⅳ-23] ~ [그림 Ⅳ-27]). 먼저, 정직과 ‘부자’관계에서 전통적 가치 갈등 해소를 위

한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을 연령별로 비교한 빈도 그래프는 [그림 Ⅳ-23]과 같다.

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아버지의 부도 얼굴의 멍 

[그림 Ⅳ-23]정직과 ‘부자’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 행동선택 정당화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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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김부장의 문서조작 상품의 과대광고

<표 IV-28>과 [그림 Ⅳ-23]을 보면, ‘부자’관계 딜레마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별로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인 ‘아버지의 부도’의 경우 갈등 해소를 

위한 정당화 방식에 있어 집단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
d.f=16=18.806,

p>.05). 그러나 친사회적 상황인 ‘얼굴의 멍’의 경우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x2
d.f=·16=33.152, p<.05). 반사회-친사회적 상황 모두에

서 연령이 점차 올라갈수록 전통적 가치(부자유친) 즉, 아버지에 대한 효를 이

유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정직과 ‘군신’관계의 전통적 가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을 연령별로 비교한 빈도 분석 그래프는 [그림 Ⅳ-24]와 같다.

[그림 Ⅳ-24]정직과 ‘군신’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 행동선택 정당화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표 IV-28>과 <그림 Ⅳ-24>를 보면, ‘군신’관계의 반사회 친사회적 딜레마상

황에서 모든 연령집단이 부정직 행동을 하는 이유로 ‘자기 이익’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반사회적 상황인 ‘김부장의 문서 조작’에서는 정당화 방식에

서 ‘자기이익’으로 정당화하여 유의미한 빈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x2
d.f=16=22.129, p>.05), 친사회적 상황인 ‘상품의 과대광고’에서는 다양한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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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남편의 회사비밀 유출 남편의 선물

방식이 연령별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x2
d.f=16 =27.831, p<.05).

상황별로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인 ‘김부장의 문서조작’의 경우 ‘자기이익’

의 정당화가 높게 나타나나, 성인집단에서는 자기이익으로의 정당화가 급격히 

낮아지고 상사와 나, 회사 모두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리주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친사회적 상황인 ‘상품의 과대광고’의 경우, 대학생에

서 성인으로 변하면서 급격하게 전통적 가치(군신유의)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에서 성인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직 행동을 선택

하는 이유로 개인의 이익에서 공리주의나 전통적 가치(忠)를 이유로 부정직 행

동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해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직과 ‘부부’관계의 전통적 가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을 연령별로 비교한 빈도그래프는 [그림 Ⅳ-25]와 같다.

[그림 Ⅳ-25]정직과 ‘부부’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 행동선택 정당화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표 IV-28>과 [그림 Ⅳ-25]를 보면, ‘부부’관계 딜레마에서 정당화 방식에 있

어 집단 별로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2
d.f=16=28.159, p<.05, x2

d.f=16=58.285 p<.05). 반사회-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전

체 연령 집단은 대체로 ‘전통적 가치’ 즉,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

화 방식으로 부정직 행동 선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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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선배의 실수 고향 후배의 잘못

상황별로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인 ‘남편의 회사비밀 유출’의 경우 대학생 

이상 집단에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방식이 높게 나타나며,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공리주의’로의 정당화 방식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친사회적 상황인 ‘남편의 선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연령집단이 전통

적 가치(부부간의 도리)로 정당화하는 빈도가 높았고, 성인집단에서 정직을 선

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성인의 경우 부부관계를 현실과 밀접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정직 부정직 행동선택 시 다른 연령집단보다 갈등을 일으

키는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정직과 ‘장유’관계의 전통적 가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을 연령별로 비교한 빈도그래프는 [그림 Ⅳ-26]과 같다.

[그림 Ⅳ-26]정직과 ‘장유’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 행동선택 정당화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표 IV-28>와 [그림 Ⅳ-26]을 보면, ‘장유’관계 딜레마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정당화 방식에 있어 집단 별로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x2
d.f=16.=32.106, p<.05, x2

d.f=16.=33.792 p<.05),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에서 확연

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황별로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인 ‘선배의 실수’의 경우, 연령별로 다양한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는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공리주의’와 ‘자율성’으로 정

당화 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편이었다. 고등학생에서 ‘자율성’으로 정당화하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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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다가 성인집단에서 다시 다소 감소하였다. 초등학생과 고

등학생은 선·후배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인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친사회적 딜레마인 ‘고향 후배의 잘못’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반사회적 

상황과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정직과 ‘친구’관계의 전통적 가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이유를 

연령별로 비교한 빈도그래프는 [그림 Ⅳ-27]과 같다.

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친구의 취업비밀 친구의 컨닝

[그림 Ⅳ-27]정직과 ‘친구’관계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 행동선택 정당화 연령별 빈도 그래프(명)

<표 IV-28>과 [그림 Ⅳ-27]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딜레마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정당화 방식에 있어 집단별로 유의미한 빈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x2
d.f=16.=32.471, p<.05, x2

d.f=16.=44.467, p<.05). 반사회-친사회적 상황과 

관계없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친구관계에서는 자기이익으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황별로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인 ‘친구의 비밀 취업’의 경우, 연령이 올

라감에 따라 ‘자기 이익’으로의 정당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

통적 가치(義)’의 정당화 빈도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높아지고 있다. 그

러나 대학생 이후의 집단에서는 ‘전통적 가치’로의 정당화 빈도가 감소하고 ‘자기 

이익’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친사회적 상황인 ‘친구의 컨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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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기 이익’으로 정당화하는 빈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사이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다는 ‘전통적 가치’로의 정당화는 고

등학생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 이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

타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다른 친사회적인 관계 상황보다 ‘친구의 컨닝’이라

는 맥락적 상황에서 자기이익을 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여 정직과 갈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10가지)의 대상

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부자·부부관계와 같은 

가족 관계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이유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치를 이유로 부정직 행동

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신관계 같은 가족 외 관계에서는 

성인의 경우, 전통적 가치와 공리주의를 이유로 부정직 행동선택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부관계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자기이익을 이유로 정

당화하는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많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공리주의로 정당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유관계에서는 ‘선배의 실수’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다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일치성을 이유로 부정직 행동 선택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사회-친사회적 상황별로 살펴보면, 반사회적인 상황인 경우, 초등학생은 ‘자

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1차적 이유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연령이 증가하면 다양한 이유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대체로 모든 연령에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친구관계에서는 반사회적 상황과 친사회적 상황 모두에서 ‘자기 이

익’을 가장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 외 관계들에 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직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다중대응분석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상호 관련성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중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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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Cronbach의 알파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분산의 %

1 .445 1.422 .474 47.410

2 .248 1.198 .399 39.939

전체 　 2.620 .873 　

평균 .355a 1.310 .437 43.675

<표 IV-30> 연령별* 오륜관계에 대한 행동 정당화 방식 다중대응분석표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 정당화 방식의 다중대응분석 결과 <표 IV-30>에 

나타난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고유 값 중 1차원에서 47.4%, 2차원에서 

39.3%를 설명하고 있어 2개 차원에서 총 87.3%의 누적 설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다중대응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한 이미지맵은 [그림 IV-28]과 같다.

[그림 IV-28]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다중대응분석도

[그림 IV-28]을 살펴보면, y축을 기준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왼쪽의 가족관계

(부자, 부부)에서는 전통적 가치와 공리주의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오른쪽의 가족 외 관계(장유, 친구, 군신)에서는 일치성과 자기이익 및 자율성의 

정당화로 부정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축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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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 위치한 공리주의로 정당화하는 것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아래쪽에 위치한 

전통적 가치, 자율성, 자기이익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이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행동선택을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장유와 부부관계에서 공리주

의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대학생과 성인집단으로 연령이 높

아질수록 부자관계에서 전통적 가치(孝)와 친구관계에서 자기이익으로 정당화

하며, 다른 관계들에서는 자율성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높은 관련을 보이고 있

었다. 그러나 연령이 올라가면서 군신관계에서의 일치성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낮은 관련을 보이며 일치성의 정당화 방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각 개별 연령 집단에 따른 정당화 방식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대응 분석한 결과는 [부록10]에 첨부하였다.

(4) 성별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다중대응분석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x2)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빈도에 대한 카이제곱(x2) 검증결과,

<표 IV-31>과 같이 대부분의 딜레마 상황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선물’, ‘달수의 고향 후배의 실수’와 ‘친

구의 취업비밀’의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x2
d.f=4.=19.209a, p<.05; x2

d.f=4.=12.02, p=.017<.05; x2
d.f=4.=11.534, p=.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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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전체

상황 정당
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χ2(df=4)
아버

지의 

부도

1 8 7 11 12 14 12 14 18 11 10 58 59 117 7.657a

2 1 1 3 1 4 1 1 3 5 2 14 8 22

3 0 0 0 1 3 3 3 0 4 4 20 11 31

4 7 13 15 23 12 12 14 16 12 16 60 81 141

5 27 40 36 48 44 53 52 68 71 55 230 264 494

얼굴
의 
멍

1 4 3 1 1 1 6 6 1 3 2 15 13 28 4.206

2 0 1 3 1 5 4 6 6 0 5 14 17 31

3 0 0 0 1 2 1 1 0 2 0 12 7 19

4 6 2 6 5 3 5 1 1 10 4 26 17 43

5 12 17 18 35 33 33 33 39 45 30 141 154 295

김부
장의
문서
조작

1 9 13 14 20 16 23 20 25 8 11 67 92 159 1.381a

2 2 1 4 2 0 2 3 2 3 4 12 11 23

3 3 2 7 2 6 5 5 11 3 11 34 40 74

4 4 9 4 6 10 5 11 10 9 12 38 42 80

5 5 9 3 5 2 7 6 2 7 2 23 25 48

상품
과대
광고

1 10 12 19 11 12 13 12 12 7 16 60 64 124 4.975a

2 1 2 3 1 7 2 6 3 6 6 23 14 37

3 1 5 4 9 7 8 3 3 1 7 31 46 77

4 2 2 3 8 7 1 6 5 7 9 25 25 50

5 8 7 4 3 7 11 8 7 15 14 42 42 84

남편
의회
사비
밀유
츨

1 9 10 10 10 10 16 10 14 14 13 53 63 116 4.814a

2 2 0 6 4 7 3 2 4 2 5 19 16 35

3 4 3 9 3 7 7 2 2 2 3 35 23 58

4 20 17 20 32 25 27 30 35 23 24 118 136 254

5 21 24 17 24 20 29 36 46 42 33 136 156 292

남편
의선
물

1 6 3 0 0 2 2 0 3 3 4 11 12 23 19.209
a

2 1 0 4 4 2 3 4 9 9 4 20 20 40

3 0 3 5 0 1 0 1 1 0 1 40 24 64

4 6 8 16 15 18 10 24 21 16 12 80 66 146

5 26 56 29 59 32 58 37 31 27 31 151 235 386

선배
의실
수

1 4 4 1 1 4 1 0 2 7 8 16 16 32 3.347a

2 0 3 2 3 8 6 16 9 11 9 37 30 67

3 1 0 1 0 4 0 1 4 4 5 25 18 43

4 5 5 6 4 3 5 6 15 14 14 34 43 77

5 6 6 2 2 8 13 7 8 6 6 29 35 64

달수
의고
향후
배

1 3 4 2 7 5 14 8 13 4 14 22 52 74 12.02a

2 0 0 5 1 7 2 4 9 10 8 26 20 46

3 2 1 3 2 0 2 1 1 0 0 26 24 50

4 14 12 15 10 11 11 10 5 6 15 56 53 109

5 23 26 23 29 39 40 21 34 37 22 143 152 295

친구
의취
업비
밀

1 4 6 2 10 9 13 16 22 11 29 42 80 122 11.534
a

2 1 0 4 3 2 5 7 10 13 10 27 28 55

3 7 3 5 1 4 6 1 8 7 10 24 28 52

4 0 5 4 3 6 9 7 7 2 8 19 32 51

5 7 8 8 8 15 13 20 13 10 7 60 49 109

친구
의컨
닝

1 13 19 21 31 33 46 47 42 44 48 158 187 345 8.033a

2 1 0 2 2 3 0 6 10 11 3 23 15 38

3 0 0 2 3 3 1 1 1 3 1 33 22 55

4 7 4 7 12 5 4 11 9 10 2 40 31 71

5 16 11 20 16 26 20 9 19 19 13 90 79 169

<표 IV-31>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의 정당화 성별 차이 빈도표(명)

1=자기이익, 2=자율성, 3=일치성, 4=공리주의, 5=전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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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1>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빈도분석결과를 자

세히 살펴보면, 부부관계 중 친사회적인 ‘남편의 선물’ 상황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전통적 가치’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
d.f=4.=19.209, p=.000<.05).

반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공리주의’로 정당화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유관계 중 친사회적 상황인 ‘달수의 고향후배’와 친구관계 중 반사

회적 상황인 ‘친구의 취업비밀’에서 성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
d.f=4.=12.02,

p=.017<.05, x2
d.f=4.=11.534, p=.021<.05). 친구관계에서 전통적 가치인 ‘의리’를 지키

기 위해 부정직 행동을 하는 빈도는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은 남성

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정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성별차이를 나타낸 딜레마별 성별 빈도 그래프를 [그림 IV-29]와 같다.

친

사

회

적 

상

황

남편의 선물 달수의 고향후배

반

사

회

적 

상

황

친구의 취업비밀

[그림 IV-29] 딜레마 상황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정당화 성별 차이 그래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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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9]를 보면, 친사회적 상황 딜레마 에서는 남녀 모두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 하고,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자기 이익’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친사회적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남편의 선물’에서 

여성들은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고 있었고, 남성들은 ‘공리주의’로 정당화하

는 경향을 보인다. 장유관계의 ‘달수의 고향 후배’에서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 여학생들에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사회적 상황인 친구관계 ‘친구의 취업비밀’에서는 여성은 자기이익, 남성은 

친구사이의 ‘우정’이라는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남성은 친구 관계를, 여성은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차이가 갈등 

해소에 있어 남녀간 차별적 정당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륜관계 딜레마별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정당화 방식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실시한 카이제곱(x2)검증결과 성별연령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딜레마가 7개나 되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딜레마는 3개 뿐이

었다. 따라서,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10개 딜레마의 오륜관계와 정당화방식이 복

합적인 상호관련성을 찾아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성별

연령과 오륜의 딜레마 유형 및 정당화방식의 복합적인 관련성을 살펴보는 다

중대응분석(MCA)은 실시하지 않았다.

(5)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대응분석 및 다중대응분석

반사회적 상황과 친사회적 상황의 차이가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5가지 항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각 상황을 구분하여 연령집단별 

행동의 정당화 방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10가지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딜

레마는 5개의 반사회적 상황과 5개의 친사회적 상황 등 모두 10개로 구성되었다.

먼저,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와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사회적 상황

에서 오륜관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정당화 방식의 상호관계를 지각도상에 나타

낸 대응분석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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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99 .159 .642 .642

2 .237 .056 .227 .869

3 .179 .032 .128 .997

4 .027 .001 .003 1.000

전체 　 .248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506 .256 .809 .809

2 .213 .046 .144 .953

3 .117 .014 .044 .997

4 .031 .001 .003 1.000

전체 　 .316 1.000 1.000

<표 IV-32>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표

* x2=648.000, df=16, p<.001

<표 IV-32>에 나타난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정당화 방식의 대응분석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64.2%, 2차원에서 22.7% 등 2개 차원

에서 전체 고유값의 86.7%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

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표 IV-33> 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표

* x2=792.705, df=16, p<.001

<표 IV-33>에 나타난 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 좌

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80.9%, 2차원에서 14.4%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95.3%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반사회적 상황과 친사회적 상황의 오륜관계와 행동 선택의 

정당화 방식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미지 맵은 [그림 IV-30]에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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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그림 IV-30]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도

[그림 IV-30]의 대응분석도를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의 경우, 부자관계에서는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고, 부부관계에서는 공리주의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장유

관계에서는 자율성, 군신관계나 친구관계에서는 자기이익이나 일치성으로 정당화 

하는 등 대체로 다양한 정당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친

사회적인 상황의 경우, 부자와 부부의 가족관계와 장유관계에서는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고, 군신관계에서는 자율성 및 일치성과 다소 관련이 있으며, 친구관계

에서는 자기이익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

별로 정당화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부자관계에서는 반사회적이든 친사회적이든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

하며, 부부관계에서 공리주의, 군신관계에서 일치성으로 정당화하며, 친구관계에서 

자기이익으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 반사회적 상황과 행동 정당화 방식의 상호관계가 어떠한 

발달적인 양상을 보이는 지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령변인을 추가한 다중

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34>와 같고, 이미지맵은 [그림 

IV-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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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Cronbach의 알파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분산의 %

1 .432 1.405 .468 46.829

2 .325 1.276 .425 42.541

전체 　 2.681 .894 　

평균 .381a 1.341 .447 44.685

<표 IV-34> 연령별* 반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다중대응분석표

<표 IV-34> 반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중대응분석표에 나타난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과 2차원에서 각각 46.8%와 42.5% 등 전체 고유값의 89.4%를 설명

하고 있어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이 2개의 좌표축

으로 행과 열의 주성분 정규화를 통해 다중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1]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 오륜관계*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다중대응분석도

[그림 IV-31]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등 낮은 연령 

집단은 가족관계에서 전통적 가치와 공리주의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연령이 올

라가면서 친구, 장유관계에서 공리주의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집단

으로 갈수록 장유관계에서 자율성으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전체 연령 집단은 군신관계에서 자기이익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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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Cronbach의 알파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분산의 %

1 .514 1.521 .507 50.711

2 .280 1.230 .410 40.993

전체 　 2.751 .917 　

평균 .410a 1.376 .459 45.852

확인되었다.

한편, 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별 오륜관계와 행동 정당화 방식의 상호관계를 복

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중대응분석(MC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5>와 

같고, 이미지맵은 [그림 IV-32]와 같다.

<표 IV-35> 연령별* 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다중대응분석표

친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중대응분석표 <표 IV-35>에 나타난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과 2차원에서 각각 50.7%와 41% 등 전체 고유값의 91.7%를 설

명하고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주성분 정규화를 통해 다중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2]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 오륜관계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다중대응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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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92 .153 .622 .622

2 .245 .060 .243 .865

3 .170 .029 .117 .982

.067 .004 .018 1.000

전체 　 .247 1.000 1.000

[그림 IV-32]에서 보면,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은 가족관계

에서 전통적 가치와 공리주의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부터 

성인집단으로 갈수록 장유관계에서 자율성, 자기이익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대학생과 성인집단에서는 다른 집단 보다 친구관계에서 자기이익

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점차 나타난다. 그러나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연령별 정당

화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변수의 수가 늘어날수

록 각 차원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variability), 관성(intertia)이 줄어든다는 제약

점(Sourial et al., 2010)이 있으므로 친사회적 상황에 따른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

의 해석은 <표 IV-28>와 연령별 빈도분석그래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그림 

Ⅳ-23] ~ [그림 Ⅳ-27]).

결론적으로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부정직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을 정리하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자율성, 일치성, 공리

주의 등 다양한 정당화 방식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연령집단이 유사한 분포로 부부, 부자, 장유관계에서 전통적 가치나 

공리주의로 비슷한 유형의 정당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있어 성별로 반사

회-친사회적 상황과 5개의 오륜관계에 따라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에 있어 복합적

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반사회-친사회적 상황과 오륜관계 및 성

별 변수로는 대응분석하기에 적합한 2원 분포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사회-친사회적 

상황과 오륜관계를 ‘오륜관계 상황’으로 10가지 항목을 한 변수로 만들어 분석하였

다. 이러한 변수 통합과정을 거친 후, 성별에 따른 오륜관계 상황과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CA)하였다. 먼저, 남성들의 오륜관계 

상황의 유형과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대응분석(CA) 결과는 <표 IV-36>과 같다.

<표 IV-36> 남성들의 딜레마 갈등해소를 위한 정당화 방식과 오륜관계 상황의 대응분석표

* x2=623.076, df=3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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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67 .218 .668 .668

2 .244 .060 .183 .851

3 .178 .032 .097 .948

.130 .017 .052 1.000

전체 　 .326 1.000 1.000

남성 여성

<표 IV-36>에 나타난 대응분석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62.2%,

2차원에서 24.3%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86.5%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들의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과 오륜관계 상황의 유형과 상호관계를 

지각도상에 대응분석한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표 IV-37> 여성들의 딜레마 갈등해소를 위한 정당화 방식과 오륜관계 상황의 대응분석표

* x2=901.96, df=36, p<.001

<표 IV-37>에 나타난 대응분석의 좌표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1차원에서 

66.8%, 2차원에서 18.3% 등 2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값의 85.1%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좌표축으로 행과 열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3]은 대칭적 정규화를 통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오륜관계

유형과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이미지맵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IV-33] 성별 오륜관계와 딜레마 상황에 따른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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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3]과 같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선택을 

위한 정당화 방식에서 남녀 모두 부자관계에서는 친사회적이든 반사회적이든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친구관계에서는 자기이익으로 정

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군신관계와 장유관계에서는 일치성과 자율성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여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부부관계 중 친사회

적인 상황에서 남성은 공리주의로, 여성은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는 차이를 보일 

뿐이었다.

3)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의 유형화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 방식의 새로운 유형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는 최근 도덕 심리학에서 대안적인 연구로 시도되고 

있는 Perkins & Turiel(2007)의 영역이론과 더불어 Jensen(2008, 2011)의 윤리 

문화 발달의 모형을 참고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는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욕구보다 

공동체 윤리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발달하고 있는 점(이정훈,

2002; 정현주, 선미정, 2006; Shweder. 외, 1990; Kohlberg 외, 1984)에서 Jensen의 

윤리 문화 발달 모형 중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문화권의 윤리 발달에 관한 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Jensen(2008, 2011)의 윤리 문화 발달 모형에서 문화특수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문화 특수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

으로 정리하여 한국사회의 문화 특수성을 고려한 정직성의 발달적 경향을 실증적

으로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가지 유형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에 응답한 설문자료 결과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의 참가자들이 설문 조사에 답변한 행동선택 중 정직하지 못한 행

동의 3가지 유형, 즉 ‘모른 체 한다(소극적 부정직 행동)’, ‘거짓말 한다.(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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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 행동)’, ‘잘 모르겠다(회피)’의 행동 변수를 모두 부정직 행동 변수로 통

합하여 정직 행동 변수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10가지 

갈등 딜레마에 따른 4가지 행동선택의 항목 각각의 응답을 모두 종합하여 분

석하였다. 정직 행동의 항목과 부정직 행동 선택 3가지 항목별로 합산된 빈도

에 대해 각각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정직 행동과 부정직 행동 

선택을 각각 합산한 빈도는 <표 Ⅳ-38>과 같고, 이에 대한 비율 그래프는 [그

림 Ⅳ-34]와 같다.

<표 Ⅳ-38>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선택 빈도 분포표(명/%)

상황 집단

행동선택

전체

x2

d.f=12
정직 

행동

부정직 행동
모른 체 

한다.

거짓말한

다.

잘 

모르겠다
소계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초등학생 1256(56.5) 306 456 207 969(43.55) 2225(20.78) 1512**

중학생 1014(46.8) 455 510 190 1155(53.25) 2169(20.25)

고등학생 772(38.56) 614 492 124 1230(61.44) 2029(18.95)

대학생 713(34.32) 719 507 138 1364(65.7) 2077(19.39)

성인 851(38) 746 487 153 1386(62) 2237(20.89)

전체 4606(43) 2840 2452 812 6204(57) 10710(100)

[그림 Ⅳ-34]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연령별 행동선택 비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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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8>과 [그림 Ⅳ-34]와 같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중학교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부정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집단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학생 집단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직 행동선택이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성인 집단에서 부정직 행동 선택이 줄어들고, 정직 행동선택이 

다소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성인 연구 대상자들이 직장인으

로 구성된 집단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윤리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남승하, 김종

현, 라휘문, 2010; Johnes, G.E. & Kavanaugh, M. J., 1996) 직장에서의 성인들

은 부정직 행동보다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 정직 행동 선택이 다소 높

아지는 것이다.

한편, 초등학생 집단에서 정직 행동 선택의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Kohlberg의 

1단계적 도덕 추론을 하고 있으며, 연구1의 정직 인식 연구결과에서도 발견되었

듯이 정직개념 중 ‘준법성'을 다른 연령집단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딜레마 상황에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

정직 행동을 선택하였을 때,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대해 10개의 딜레마에 

응답한 설문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해

소를 위한 행동선택에 대한 정당화 방식(5가지)을 각 연령별로 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정당화 방식별로 연령분포가 어떠한 지 파악

하기 위하여 정당화 방식에 응답한 사람의 연령별 빈도를 부정직 행동 정당화 

방식에 응답한 전체빈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한 

것은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갈등 해소방식(정직

/부정직(정당화 5가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인 전체의 프로파일을 유

형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딜레마 갈등

상황에서 연령별 부정직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의 빈도분포표는 <표 Ⅳ-39>와 같

고, 빈도그래프는 [그림 Ⅳ-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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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방식
집단

　전체
x2

d.f=16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자기이익 151(2.86) 184(3.48) 252(4.77) 286(5.41) 267(5.05) 1140(21.6) 1150.

03**

자율성 17(0.32) 58(1.1) 73(1.38) 120(2.27) 126(2.38) 394(7.45)

일치성 91(1.72) 117(2.21) 112(2.12) 81(1.53) 122(2.31) 523(9.89)

공리주의 148(2.8) 214(4.05) 189(3.57) 244(4.62) 225(4.26) 1020(19.3)

전통적 가치 355(6.71) 389(7.36) 480(9.08) 495(9.36) 491(9.29) 2210(41.8)

계 762(14.4) 962(18.2) 1106(20.9) 1226(23.2) 1231(23.3) 5287(100)

<표 Ⅳ-39>딜레마 상황에서 부정직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빈도분포표(명/%)

[그림 Ⅳ-35]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연령별 부정직 행동의 정당화 방식

<표 Ⅳ-39>와 [그림 Ⅳ-35]의 결과와 같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

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부정직 행동을 더 많이 선택함과 동시에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직 행동에 대한 5가지 

정당화 방식에 대한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연령에서 전통적 가

치를 가장 중요한 정당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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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공리주의, 자율성’의 다양한 정당화 방식이 점차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

회와 타인에 동조하는 ‘일치성’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대학생

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성인에서 다시 조금 높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모형이 [그림 Ⅳ-36]와 같이 개발되었다. 갈등해소 방식 유형화 

모형은 연구 1과 연구 2의 분석 자료와 선행연구(Jensen, 208, 2011)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즉,

유형화 모형은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행동 선택에 대한 

정직과 부정직 행동선택의 연령별 비율 그래프와 부정직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 

5개 항목에 대한 연령별 비율 그래프를 동일한 2차원 평면상에 투영시켜 하나의 

그래프로 접목시키는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그림 Ⅳ-36]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방식 유형화 모형

[그림 Ⅳ-36]의 유형화 모형 상에 나타난 선의 위치는 각각의 정당화 방식의 

다른 하나에 대한 상대적 빈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부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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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정직 행동의 5개 정당화 방식의 연령별 경향성을 나타내는 프로파일

이다. 또한 정직과 부정직 행동 선택의 교차지점을 ‘갈등 포인트’라고 명명하

였는데, 정직과 갈등이 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선의 상태(attractor state)가 

되는 지점(Thelen & Smith, 1994)으로 정직과 비슷한 가치가 상충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맥락을 발생시키는 지점을 의미한다.

[그림 Ⅳ-36]의 유형화 모형에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정직 행동은

연령에 따라 우측 하방으로 이동하고, 부정직 행동은 우측 상방으로 이동하다 

서로 교차하며 갈등 포인트가 형성되며, 이 지점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형화 모형에서 정직과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전통적 가치를 정직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 가치는 이미 지켜야할 가치로 내면화되어 더 이상 

정직과 갈등을 빚는 요소로 여기지 않으며, 전통적 가치보다는 자기이익, 공리

주의, 자율성 같은 정당화 방식과 갈등을 보인다. 하지만, 일치성으로 정당화하는 

비율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의 

동조를 위해서 정직이나 부정직 행동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생에서 전통적 가치와 정직의 갈등 

포인트가 형성됨으로써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연령집단에서 정직행동과 전통적 

가치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직 행동선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점 낮아지고, 다른 정당화 방식의 부정직 행동 선들이 점차 높

아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 집단에서 정직과 자기이익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되는 갈등 포인트를 형성하다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기이익의 정당화방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가면서 공

리주의와 자율성의 부정직 행동 정당화 방식이 늘어나고, 정직행동은 줄어들

면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갈등 포인트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다른 연령집단

에 비해 대학생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 동조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점차 자신

만의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을 구축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인 집단에서는 일치성과 자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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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다양한 부정직 행동 정당화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들 집단은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속한 조직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을 통해 윤리의 발달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 사회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도덕성의 문화적 발달 차이에 대해 설명해 온 

Jensen(2004, 2008, 201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정직

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 방식 모형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직·부정직 행동은 

연령에 따른 코호트 집단의 상황적 특수성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

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및 대상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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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한국인의 정직 개념 인식과 부정직 행위 유형에 관한 연구를 바탕

으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살펴

보고, 정직을 위한 도덕교육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고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는 정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오랜 사회 문

화적 관습인 유교적 전통 가치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정직 행위가 이루어

지기도 하며,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회관과 

맞물려 정직과 전통적 가치가 갈등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곽덕주, 2005; 김

시업, 김지영, 2003; 정탁준, 2004; 월간 조선, 2011. 8).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

직 연구는 인간 내부의 심리 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직과 전통적 가치

가 충돌하는 문화적 특수성을 설명하기에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을 개념화하고 부정직 행위 유형의 발달적 차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통적 가치의 영향에 따른 정직과 전

통적 가치와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그 해소 방식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선,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직, 부정직, 전통적 

가치의 개념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상대방과의 관계적 도리를 중요시하는 오륜(五倫)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개

념도 연구법을 적용하였다. 대학생 122명과 대학원생 57명을 대상으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사고기록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한 진술문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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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다. 수집된 진술문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64개의 진술문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다차원 분석과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정직 개념의 5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분류된 진술문들이 타당한 코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둥학생 225명,

중학생 224명, 고등학생 203명, 대학생 210명, 성인 229명 등 총 1,091명을 대상

으로 연령별,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인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부정직 행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생 108명, 중학생 117명, 고등학생 102명, 대학생 104명, 성인 105명 등 

총 536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경험한 부정직한 행위 중 가장 기

억에 남는 것을 골라 개방형 질문에 따라 기술하도록 하였다. 진술문은 부정

직 및 거짓말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8; 문용린, 장

희선, 류정현, 2010; Depaulo & Kashy, 1998; Jensen, 2004; Mikulay & Goffin,

1998; Morgan, 1937; Perkins & Turiel, 2007; Tisak & Turiel, 1984)를 참고하

여 변증법적으로 재구성한 11개의 부정직 행위 유형 코딩 체계에 따라 분류하

고, 연령, 성별 및 대상에 따른 관계를 대응분석(CA)하였다.

넷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와 앞선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및 연구 결과를 비교, 종합하여 딜레마 사례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딜레마 사례 및 설문지는 전문가 4인의 검토를 거쳐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개발된 딜레마 사례와 설문지에 대해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에 걸리는 시간, 초등학생의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딜레마와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한편,

예비검사에서 딜레마별로 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딜레마 10개와 

각 딜레마별 4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최종 개발하였다.

여섯째, 최종 개발된 딜레마 설문지로 초등학생 225명, 중학교 224명, 고등학교 

203명, 대학생 210명, 성인 229명의 총 1,091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

다. 이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딜레마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x2)분석과 변인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CA)과 다중대응분석(MC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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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방식에 관한 유형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유형화 모형은 Perkins & Turiel(2007)의 영역이론과 문화발달에 따른 윤리 발달 

모형(Jensen, 2008, 2011)을 참고하고,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을 위한 행동

선택과 정당화 방식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모형을 구상하였다. 유형화 모형을 

통해 유교의 전통적 가치라는 사회문화적 요소와 반사회 친사회적 상황을 통합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양상 및 해소 

방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1) 정직 인식 분석 결과  

정직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은 64개의 진술문으로 

분류되었으며, ‘진실성, 준법성, 충실성, 정의성, 원칙주의’의 5개 군집으로 범주화

되었다. 5개의 범주는 개인-내적 차원 및 사회-관계 차원의 x축, 외부자-수동적 

관점 및 행위자-능동적 관점을 y축으로 하는 정직 인식 개념도로 구성되었다.

5개 범주 중 x축의 개인-내적 차원에 해당되는 범주는 ‘원칙주의’와 ‘정의성’

이다. 이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 성품 같이 개인적인 삶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을 의미한다. 두 범주 모두 개인의 삶에 내면화된 자질인데 ‘원칙주의’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정직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인식되는 수동적인 관점의 특성

으로, ‘정의성’은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정직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능동적 

관점의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x축의 사회-관계 차원에 해당되는 범주는 ‘준법성’

으로 이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능동적 행위 특성을 보인다. 한편, ‘진실성’과 

‘충실성’은 개인-내적 차원의 내적 신념과 사회-관계 차원의 공동체 의식을 동시에 

갖추어야하는 특성으로 가운데에 위치한다. ‘진실성’은 외부자의 관점에서 정직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인식되는 수동적인 관점의 특성으로, ‘충실성’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정직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동특성을 의미하는 범주로 구분되었다.

정직개념 인식의 중요도에 인식의 발달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 집단

에서 ‘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의 개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내적차원의 외부자-수동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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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특성인 ‘원칙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록 사회-관계차원의 행위자-능동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준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연령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차이에 있어서 

남성은 ‘성실, 책임, 신뢰’와 같은 진술문이 포함된 ‘충실성’을, 여자는 ‘거짓말 

하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속이지 않기’의 진술문이 포함된 ‘진실성’을 더 중요

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2)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 결과

한국인의 부정직 행위 유형을 11개의 코딩 체계로 구분하여 대응분석한 결과,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부정직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초등학생에서는 유희지향형이, 중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편의지향형이, 대학

생에서는 유희, 물질, 관계 유지 등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성인에 이르러서는 관계유지형의 부정직 행위가 월등히 증가하고 있어 생활반

경에 따라 부정직 행위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도 부정직 행위 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는 편의지향형,

관계유지형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남성은 유희지향형, 물질지향형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유희지향형이, 여학생은 처벌

회피형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처벌회피, 유희, 편의

지향형이, 여학생은 편의지향형, 관계유지형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별 부정직 행위의 유형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셋째, 연령별 부정직 행위 대상에 따라 부정직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초

등학생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유희지향형이나 처벌회피형의 부정직 행위를 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는 생활반경에 따라 점차 

이웃/사회를 대상으로 확장되며, 물질지향형, 편의지향형에서 자기보호형, 자기

이익형, 관계유지형, 관계 회피형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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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연구결과

먼저, 딜레마 갈등 상황에서 연령별 행동선택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딜레마 갈등상황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직의 선택 빈도는 줄어들고, 소극적 부정직 행동이나 적극적 

부정직 행동 선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관계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부자·부부 등 가족관계의 

딜레마에서는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친구관계에서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장유·

군신관계에서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관계 딜레마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직 행동 선택은 줄어들고 부정직 

행동 선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관계를 다중대응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군신관계 및 장유관계의 정직행동을 하며,

중·고등학생은 군신관계에서 회피나 소극적,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으로 갈수록 부자와 부부관계에서 적극적 부정직 행

동을, 친구관계에서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관계에 대한 다중대응분석 결과, 남

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자와 부부관계에서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

였고, 여성은 친구관계에서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사회 및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별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행동선

택에 대해 다중대응분석 결과,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부자관계에서 적극

적 부정직 행동을, 부부관계에서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매우 높게 선택하였다.

그러나 가족 외 관계에서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여 오륜관계에 따른 행동선택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반사회적 상황에 비해 초등학생 집

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이 부자관계에서 적극적인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고,

친구관계에서는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여 반사회적 상황과 차이를 보였

다.

둘째, 딜레마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 대체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며, 자기이익으로 정당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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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오륜관계와 정당화 방식의 관계에 대한 대응

분석 결과, 부자관계에서는 전통적 가치로, 장유와 부부관계에서는 공리주의로 

정당화하고, 친구관계에서는 자기이익과, 군신관계에서는 다소 약하지만 일치성과 

자율성으로 부정직 행동 선택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오륜관계와 정당화방식은 초 중학생에서는 장유관계에서 공리

주의로 정당화하고, 고등학생 이후에서는 자율성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에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부관계의 친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은 전통적 가치로, 남성은 공리

주의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친구관계의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전통적 

가치로 여성은 자기이익으로 정당화 하는 차이를 보일 뿐이었다.

다음으로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에 따른 연령별 오륜관계 및 정당화 방식에 

대한 다중대응분석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부자관계에서 전통적 가치로,

군신관계에서는 자기이익, 부부관계에서 공리주의, 장유관계에서 자율성, 친구

관계에서 일치성으로 정당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공리주의에서 자율성, 일치성으로 정당화 방식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을 포함하

여 장유관계에서도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비율이 반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관계에서는 자기이익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

나 반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딜레마 상황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행동선택의 4개 항목과 정당

화방식의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빈도를 총합하여 2개의 비율 그래프를 투영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의 유형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유형화 모

형에서는 정직 행동과 부정직 행동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갈등이 가장 첨예

하게 나타남을 의미하였다. 유형화 그래프를 통해 살펴볼 때, 한국인은 가족 

관계의 딜레마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이 가장 심하

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 빈도가 높아지면서 갈등이 완

만하게 해결 되고 있었다. 반면 가족 외 관계의 딜레마에서는 정직 행동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기이익이나 공리

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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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양상 및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한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직 개념의 핵심 요소인 ‘진실성(truthfulness)’

개념도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정직의 개념 범주는 ‘진실성’, ‘준

법성’, ‘충실성’, ‘정의성’, ‘원칙주의’의 5개 군집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Walker & Henning (2004)이 정의로운 귀감자(just exampler)에 대한 인식을 

위계적 회귀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특징적(particularity) 차원과 성격적

(charater) 차원을 축으로 구분하여 ’이성적인', ‘양심적인', ‘정직함', '원칙적인',

‘공정'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사범대 계열 대학

생을 대상으로 정직한 사람의 특성 인식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하여 ‘진실성’,

‘준법성’, ‘충실성’, ‘정의성’의 4요인으로 분류한 결과(장희선, 손경원, 2011)와도 

유사하다.

각 군집들의 하위요소와 범주 명을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진실

성’은 Walker & Henning (2004)의 ‘정직함’과 장희선, 손경원(2011)의 ‘진실성’

과 연결 지을 수 있고, ‘준법성’은 '이성적인', ‘준법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

리고 ‘충실성’은 ‘양심적인’, ‘충실성’과 같은 맥락이며, ‘정의성’은 ‘공정한’, ‘정

의성’, ‘원칙주의'는 '원칙적인’과 연결 지을 수 있어 매우 유사한 구성으로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직 개념 범주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별 정직 개념의 중

요도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진실성’을 중요한 정직 개념으로 

여기고 있어서 한국인은 ‘사실대로 말하기, 속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의 

진실성을 정직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덧붙여 연령이 낮을

수록 사회-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준법성’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내면 

차원에서 요구되는 ‘원칙주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것은 어릴수록 정직,

부정직 행동에 대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Kohlberg의 1단계적 도덕 추론의 경향을 



- 162 -

보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 내면에서 발현되는 정직에 대한 자기성찰적 

의지가 반영된 ‘원칙주의’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Kohlberg가 말하는 5단계 이상의 

도덕 추론 경향을 보인다는 인지 발달적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본 연구

의 결과는 Bussey(1992)가 지적한 대로 아동의 도덕 판단은 벌에 의존하다가 인

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 평가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사회인지 이론(Bandura, 1986)에서 가정하는 

자기-조절 발달과도 일치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자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사실대로 말하기’의 ‘진실성’을 정직의 핵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은 지금까지 정직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짓말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 

온 현실과도 일치한다(Jensen, 2004; Peskin, 1992; Talwar & Lee, 2002a 2002b;

Talwar, Lee, Bala & Lindsay, 2004; Talwar, Murphy & Lee, 2007). 따라서 앞

으로 한국인의 정직연구도 ‘진실성’에 기반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거짓말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사실대로 말하기’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정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덧붙여 연령이 낮을수록 정직 개념 중 ‘준법성’을 중시한 결과로 사실대로 말

하는 정직 행동 선택의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

내적인 품성을 공고히 하는 ‘원칙주의’의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것은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비중을 두며 행동하는 것으

로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정직의 개념인식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대인적 도덕성

에 대해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거짓말을 준거로 하여 연령이 낮을 때는 

구체적 개념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순한 추상적 개념에서 점차 복잡한 추상적 

개념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Lamborn, Fischer & Pipp,

1994).

셋째, 정직의 인식은 남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성실, 신뢰,

책임’의 항목이 포함된 ‘충실성’을, 여성은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속

이지 않기’의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여성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부정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들은 책임감이 없거나 성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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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지 않은 것을 부정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의 도덕적 

판단 수준과 행동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영아, 2008; 신미양, 2003;

오유리, 2008; Talwar & Lee, 2002a)의 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

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정직 개념 인식의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본 연

구에서 성별 처해진 사회화 과정에 따라 정직의 개념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성별 정직 개념 인식의 

차이는 여성이 조직의 집단 내 문화에서 다소 자유로운데 반해,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가정, 조직, 사회에서 책임과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사회문화적 맥

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정직 개념 인식차

이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차이인지는 향후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확인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직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동자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직성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결론적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정직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직에 대한 연구가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루어져야할 것이며, 정직교육에서 ‘진실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정직성 연구가 지금까지의 추상적이고 주관적

인 ‘정직’ 개념이 아닌 ‘진실성’에 초점을 맞춘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개념에 

기반한 실증적 정직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실증적 정직

성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 영역에서 개인의 도덕적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Bussey, 1999;

Fu, Xu, Cameron, Heyman & Lee, 2007; Perkins & Turiel, 2007).

덧붙여 본 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정직의 개념인식의 중요도에 차이가 

나는 결과는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부정직 행동 및 정당성에 대한 연구(Perkins

& Turiel, 2007)와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연구한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2007)

의 연구에서 딜레마 상황을 도덕, 개인, 인습 영역 중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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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도덕적 원칙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정직의 개념으로서 진실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 연령별 정직의 개념 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직성을 증진시키는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Goodman et al, 2006; Lyon &

Saywitz, 1999; Talwar, Lee, Bala, & Lindsay, 2004).

2) 사회적 관계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의 차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부정직 행위 유형과 대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은 개인적 흥미를 위한 유희지향형이, 청소년기

에는 교사와 부모에 대한 학업회피형, 처벌회피형과 사회에 대한 편의지향형으로,

성인에서는 관계유지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개인-내적인 상황에서 사회-관계적 차원으로 행동반경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사태와 사회적 사태에서 도덕 판

단의 준거는 사회적 상호 작용 사태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부정직 행위는 “구

체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변해 간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경희,

1999; Fischer, Lamborn, 1989; Lamborn, et al., 1994).

또한,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한 거짓판단이 가능한 

높은 연령의 아동이 낮은 연령의 아동보다 거짓말을 덜 하기(김정규, 김은희,

1993; 양돈규, 성옥련, 1994; 이옥경, 이순형, 1996; Blasi, 1980) 보다는 높은 연령의 

아동이 같은 상황이라도 거짓이라고 덜 분류하거나 친밀도의 관계에 따라 사회적 

거짓말에 더 관대해짐으로써 거짓말을 더 하게 된다는 입장(류정현, 2011; 이선인,

1993; 이은정, 우남희, 2002; Peterson, 1983)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인집단에서 관계유지형의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대

인관계에서의 정과 의리를 중요시 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Daniel et

al., 1995)이 부정직 행위 유형에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성별차이에 있어서 부정직 행위유형은 연령이 낮을 때 남성이 학습회피

나 유희지향형을, 여성이 편의지향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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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나, 대학생 집단에서 여성은 자기보호, 남성은 물질지향형의 부정직 행

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성인집단에서는 다시 관계유지 

유형으로 성별로 비슷한 부정직 행위 유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

른 거짓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박영아, 2008; 신미

양, 2003; 오유리, 2008; Talwar & Lee, 2002a)와 부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대상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에서 부자, 부부와 같은 가족관계에서 

점차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높은 가족 외 관계로 상이한 동기 유형의 부정직 

행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령이 올라

감에 따라 사회 관계적 차원에서 사회화 수준이 부정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청년기와 성인기로 이행될 때, 가족에서 가족 이외의 사회적 집단과 관

련된 공동체 개념이 추가되어 사회적인 반경이 넓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Whiting, Edwards, 1988).

3) 오륜관계와 성, 연령에 따른 갈등해소방식의 차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상황에서 한국인은 다른 이유보다 전통적 가치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따라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반사회・친

사회적 상황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오륜관계별로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관계에서는 부정직 행동을 그 외의 

관계에서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자와 부부 같은 가족

관계에서는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고, 군신·장유관계에서는 자율성과 일치성

으로, 친구관계에서는 자기이익으로 정당화하는 등 오륜관계에 따른 딜레마 갈등 

상황에서 상이한 갈등 해소 방식을 드러냈다. 이것은 Turiel(1984)이 말하고 있는 

도덕의 세 영역 중 인습적 영역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 즉 우리 사회의 오륜의 

전통적 가치를 정직의 ‘진실성’의 가치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륜관계에 따른 갈등해소방식의 차이는 사회정체성 이론의 설명으로도 뒷

받침될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자신의 그룹을 보호하려는 동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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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상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Abrams & Hogg, 1990; Brewer, 1979;

Diehl, 1990; Hinkle & Brown, 1990; Tajfel & Turner, 1979), 특히 내그룹 편향 

현상은 사회-관계적 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내그룹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외

그룹에 속한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Maass, Ceccarelli,

& Rudin, 1996). 이것은 본 연구에서 부자나 부부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다른 

관계나 상황에서 보다 더욱 적극적인 부정직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과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 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둘째, 딜레마 갈등해소방식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직 행동 선택은 증

가하고 정직 행동 선택은 줄어들었다. 초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직개념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즉,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정직개념 중 준법성을 높게 인식한 

결과로 단순히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 정직을 선택하는 반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이 의미 있다고 간주하는 가치인 전통적 가치, 자율성이나 공리주의 

등 다양한 정당화 기제를 사용하여 부정직 행동을 한다. 특히, 가족 외 집단인 

군신·장유관계에서 부정직 행동을 일치성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인 집단의 ‘조화’가 정직의 하위요인으로 인식되는 결과(이정훈,

2008)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가족 외 집단으로 부정직 행동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 외 집단과 관련된 공동체적 맥락의 

영향력이 커진 결과(Flanagan., Mart'inez, and Cumsille, 2011; Schlegel, 2011)이다.

셋째, 딜레마 갈등해소방식에서 성별에 따라 남성은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여성은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별차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화 과정에서 관계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남성은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 초기까지 친구와의 의리에 대한 중

요성이 증가(Chen, 2011; Hurrelmann, 1996; Rubin, Bukowski & Parker,

1998)하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군신관계에서 일치성으로, 친구관계에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친구와 동료 및 조직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친구관계에서 자기의 이익을 더 중요한 동기로 정당화하

고 있었다. 한편, 부부관계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 가치(부부사이의 도리)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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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인식하는 데 비해 남성들은 나와 아내를 비롯한 가족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갈등 상황

에서 남성은 공정성 지향을 여성은 배려 지향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의 결과(이아

현, 1998; Garmon et al, 1996)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결과는 앞 절에서 분석한 정직의 개념 인식에 있어서 남성은 

‘충실성’을, 여성은 ‘진실성’의 개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정직 개념에 대한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인식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은 사적인 관계

에서 지극히 소극적 부정직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조성 되는 

반면, 남성들은 직장과 동료라는 조직적 관계 속에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책임, 성실을 다하기 위한 소극적 부정직 행동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

감에서 비롯하여 적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직·부정직 행동의 성별 차이는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정직 개념 

인식을 다르게 하여 부정직 행동 정당화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도덕행동은 도덕적 판단이라는 인지적 토대 위에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

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며, 최근의 정직성 연구도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Killen & Hart,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

에서 전통적 가치는 정직과 부정직 행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륜관계에 따라 전통적 가치의 정당화 방식이 다

르다는 결과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 부정직 행동에 문화적 관습(전통적 가치)

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화 특수적인 전통적 가치의 영향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겸양, 권위 같은 요

인들이 정직 등 다른 가치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정직과 부정직 행동에 상당한 영향(Lee, Xu and Fu, Cameron & Chen,

2001)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얻었다.

다섯째,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양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연령별로 오륜의 관계 따른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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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온 오륜의 가치는 부자, 군신, 부부, 장유, 친구 관계

에서 지켜야하는 도리인데, 오륜관계에서 가족이나 내집단 관계에서는 정직과 

관련된 갈등 사태를 정직이라는 보편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태로 

판단하지 않고, 정직의 행동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밀한 상대일 경우 정직의 가치가 왜곡되어 관계를 중요시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류정현, 2011). 그러나 가족이외의 군신이나 장유관계에서 정직을 선택

하는 것은 친밀하지 않은 상대에 대해 정직을 보편적 도덕적 규준으로 인식하

고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에 따른 갈등해소방식 차이

본 연구를 통해 반사회 및 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연령별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양상 및 해소방식의 차이는 오륜관계의 유형과 맞물려 상이한  

갈등 곡선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행동이 도

덕적인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시기부터 부모나 교사를 통해 학습되고 

내면화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는 여러 

대상과 가치가 얽혀 있어 한 가지 기준만으로 도덕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사회-친사회적인 상황은 개인의 정직 부정직 행동의 원

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결과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에서 반사회 및 친사회적인 상

황에 따라 해소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초·중학생은 정

직 행동을 선택하다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회피, 소극적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이 부정직 

행동 선택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상황별로 반사회적 상황의 가족 관계와 내집단 관계에서는 도덕적 맥락을 인

습적 맥락으로 전환하여 사고함(Turiel, 1984)에 따라 별다른 갈등 없이 전통적 가

치로 부정직 행동을 매우 쉽게 정당화 한다. 그러나 가족 외 관계에서는 정직 

행동을 선택하거나 가족 관계에 비해 부정직 행동을 선택할 때 높은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이익 또는 공리주의 방식으로 정당화하였다. 반면, 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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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상황에서는 가족관계나 가족 외 관계의 모든 관계에서 전통적 가치를 이

유로 부정직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이렇게 딜레마 상황에서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통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형성이 다르게 되고, 반사

회 친사회적 상황에 따른 도덕과 인습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정직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문화적 딜레마 상황에 따라 연령별 정직·부정직 행동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딜레마를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으로 분별

한 후, 행동선택 빈도를 각 연령별로 합산하여 빈도분포표를 구성한 후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부록11]). 그 결과, 반사회적 상황에서 낮은 연령의 집단은 정

직행동을, 대학생 이상 집단은 부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비율이 친사회적 상황에

서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연구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 행동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김경희, 2004;

손은경, 2001; 우남희, 이은정, 2004; 이근옥, 2001; Bussey 1999; Lewis, 1993)과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보인다(Lee & Ross, 1997). 그러나 해석을 하자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

직과 전통적 가치의 딜레마 상황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

나, 벌을 받게 되는 반사회적 상황이 되더라도 내집단의 관계 도리인 전통적 가

치를 위해서 행하는 부정직 행동은 정직의 영역이기 보다 인습의 영역으로 이해

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상황의 내

집단 밖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정직 영역으로 구

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반사회-친사회적 상황 모두 부정직 행동에 대한 정당화 방식은 가족 관

계 상황에서는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

록12]). 상황별로 살펴보면,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연령이 낮을 때 전통적 가치와 

정직의 행동선택을 함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 포인트가 형성 된다. 즉,

이 시기는 ‘정직하라’는 권위와 법, 질서 준수와 같은 요인들이 전통적 가치와 갈

등을 일으키며, 절대적 규범인 정직을 지키려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가치가 당연히 지켜야하는 가치로 간주됨에 

따라 갈등 포인트가 형성되지 않은 채 정직을 쉽게 버리고 전통적 가치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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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부정직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다양한 정당화 방식을 사용하

고 있음을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낮은 연

령이라도 반사회적 상황에서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관계유지를 위해 자신이나 내집단이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정직 행동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반사회·친사회적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 이를 정직·부정직 행동에 반영하고 있었다. 즉, 반사회적 상황에서

는 자신과 내집단 관계만을 중요시하여 집단적 개인주의의 특징인 자기중심주의,

자기편의주의, 타인의 권리 침해 경향이 나타나며,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자신과 

내집단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경향이 반

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인의 연령에 따라 정직과 갈등하는 전통적 가치 유형 차이

본 연구2의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 결과와 연구3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연령별 행동선택 및 정당화 방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재해

석하면, [그림 V-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V-1]은 갈등상황에서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행동선택의 정당화 방식 증 전통적 가치로 정당화한 부분만을 확대하여 

2차원 상의 그래프로 투영시켜 나타낸 것이다. [그림 V-1]에 나타난 곡선은 연령

에 따른 정직 행동과 부정직 행동 중 전통적 가치와 갈등 포인트가 형성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의 상대적 거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정직과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전통적 

가치는 초등학생은 ‘효’, 중학생은 친구사이의 ‘우정’, 고등학생은 선후배 사이

의 ‘의’, 대학생은 조직에서의 ‘충’, 성인은 부부사이의 ‘신의’로 사회적 맥락, 대

상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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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연령에 따라 정직과 갈등하는 전통적 가치 유형

[그림 V-1]를 연령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부자관계의 반사회

적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 중 ‘효’의 가치가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지만, 연

령이 올라갈수록 ‘효’는 더 이상 갈등 요인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할 도리로 

받아들여져 ‘효’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중학

생 집단은 친구관계의 친사회적 상황에서 정직이 급격히 줄어들고 부정직 행

위선택이 늘어나는 연령집단으로, 정직과 친구사이의 ‘우정’이 가장 많은 갈등

을 일으킨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선후배 사이의 ‘의리’의 가치가 정직과 가

장 많은 갈등을 나타낸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군신관계의 조직에 대한 ‘충’의 

가치와 정직이 가장 많은 갈등을 나타나다. 그러나 성인 집단에서는 ‘충’을 선

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짐으로써 더 이상 정직과 갈등을 빚는 가치요인이 아니

다. 성인 집단에서는 가족과 조직에 적응하여 ‘효’, ‘충’, ‘의’의 전통적 가치를 

정직보다 당연히 우선시하는 가치로 정직보다 우선하여 내면화하지만, 부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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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부부간의 ‘신의’는 정직과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전통적 가치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직과 갈등을 일으키는 전통적 가치는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

회적 맥락(social context) 및 대상과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으로 변

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방식에 대한 분석을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해소방식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성장하면서 자신이 처한 대인관

계 및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즉, 개인은 전통적 문화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에게 최선의 상태(attractor state)가 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특

성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갈등해소방식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 문화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매우 역동적인 모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렸을 때는 정직에 대한 준법성의 가치기준이 높기 때문에 ‘효’라

는 전통적 가치가 정직을 왜곡시키도록 하는 매우 높은 갈등을 보이는 요소이

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내집단에서 집합주의적인 위계질서가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내집단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게 됨으로써(Cho, 1994; Shin & Kim,

1994; Tan, H. H., D. Chee, 2005) ‘효’에 대한 가치는 내면화되고 더 이상 정

직과 갈등을 하는 요소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우정’

이나 ‘의리’를 가족관계의 전통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정직 행동과 부

정직 행동의 선택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며 정직 행동을 왜곡시키는 요인으

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인이 되어서는 ‘효’는 더 이상 정직과 갈등을 빚는 

가치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하는 인습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효’ 이외

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며, 타인의 이익이나 공리주의적 

정당화로 갈등을 해소하는 연령에 따른 경향성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

을 역동적 체제(DSA)이론에 따르면, 연령별로 갈등 해소 방식이 질적 변화를 

보이는 현상은 도덕행동이 심한 개인차와 상황특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

험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 비선형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Forgel, A, 2011; Kim & Sankey, 2009; Willis, 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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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내집단(ingroup)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유교적 전통 가치의 영향으로 내집단과의 조화를 위해서 효(孝), 충

(忠), 의(義)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발달적 경향이 상이하게 타나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에 따른 사회화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합주의의 문화와 관계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Nisbett, 2004), 한국 사회가 자율성 윤리

보다는 가족이나 학교, 국가 같은 사회 집단의 역할에 맞는 의무와 집단의 이

해 및 관습을 중요시하는 공동체 윤리(ethic of community)의 문화발달 모형

이 적용되기 때문이다(Jensen, 2011).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직 부정직 행동은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와 사회문화적 상황의 영향인 전통적 가치에 의해 정직 행동이 

왜곡되는 등 맥락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

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 해소 방식은 개인이 처한 전통적 가치의 사회

문화적 영향 아래 대상과의 관계와 상황적 맥락의 통합적이고 역동적인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모형 구조에 의해 최선의 상태에서 정직·부정직 행동이 발

현되고 있음을 제안한다.

3.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면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살펴

보고,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발전시키고 연구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후

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정직과 갈등을 일으키는 전통적 가치를 유학의 가르침 중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

序), 붕우유신(朋友有信) 등 오륜의 덕목으로 제한하였는데, 특히 오륜의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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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현시키는 관계 지향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교적 가치 가운데 인

(仁)의 개념에 자애로운, 어진, 사람의 마음 등 정직을 비롯한 다양한 덕목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전통적 가치 안에는 이미 정직의 개

념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통적 가치(오륜) 가운데 관계적 차원

의 가치가 근대 사회의 시민이라는 역할이 요구하는 ‘정직’의 덕목과 상충되지

는 않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본 연구3에서 사용한 딜레마는 연구2의 한국인이 흔히 행하는 부정직 

행동 유형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선행 연구들 및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

하여 전문가 집단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륜의 관계적 가

치와 정직의 갈등 상황 딜레마로 구성된 10개의 딜레마들은 그 도덕적 규준과 

사회적 허용 범위 및 위반 정도 등 수준의 차이에 대하여 각각의 딜레마 상황

별로 균등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딜레마의 도덕적 규

준과 사회적 허용 범위, 위반 정도를 변인으로 하여 이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같은 딜레마를 접한 상황에서 관계와 딜레마의 반

사회-친사회적 상황만을 고려하여 갈등을 해소를 위한 자신의 행동선택과 정

당화의 과정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와 

정직의 갈등 양상 및 해소방식을 유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양상 및 해

소 방식의 유형화 모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혼합한 연구 설계로 인해 

한국인의 내부적 관점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설문조

사를 통한 양적인 연구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직과 전통적 가

치의 갈등 양상 및 해소 방식의 유형화 모형은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인

의 기질이나 가치관을 고려한 문화 특수적인 입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다만,

많은 참여자의 응답을 근거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방

법의 한계로 인해 한국인의 내부적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더욱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유형화 모형의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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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정직과 부정직 행동의 동기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교적인 전통 가치라

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인 연구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한국인의 기질이나 가치관을 고려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양상 및 

해소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한국인의 내부적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내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에믹(emic) 접

근법으로 갈등 양상과 갈등 해소 방식을 살펴본다면 부정직 행위자의 행동 양

상과 정당화 방식을 설명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 문화 속에서 

정직과 부정직 행위를 발현되는 개인 내부자의 심리적 상태, 갈등상황에서 도

덕적 자아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직성 

발현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주어진 딜레마 시나리오 상황에서 선택한 행동과 

정당화 방식을 통해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에 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인지적 사고 구조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들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행위의 

상관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딜레마 사례는 

연구자와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가상의 상황이라는 한계도 있다. 실제로 정직·

부정직 행동은 한국사회라는 고유한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

인이 처해진 상황에 속해있는 환경, 대상, 조직과 같은 총체적인 구조 속에 의

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그 연

구 대상이 속한 실생활 속에서 정직과 갈등하는 상황에 대한 실험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방식의 연구를 통해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개인 내·외적

인 맥락 요인들이 정직·부정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살펴

본다면, 한국인의 정직·부정직 행동을 보다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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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직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와 해소방식을 한국의 전

통적 가치라는 관계주의적 인습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정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직 부정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유형화 모형을 적용하여 

유교문화권 국가들과 서구문화권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다른 문화권에 동시에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

해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의 독

특한 영향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양상 및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해 전통적 가치와 상황 및 대상관계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모

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화 모형이 보다 높은 타당성을 얻

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직성의 보편성과 문화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 유형화 모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토대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전통적 가치와 상충되는 갈등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귀감

자의 특질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정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

이 속한 집단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와 책무성으로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

는 도덕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개인이 속한 가족, 기관, 조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정직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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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⑥

부 록

[부록1] 개념도 분석을 위한 사고기술지

※ 본 설문지는 한국인들의 ‘정직’과 ‘정직한 사람’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의 결과는 이후 한국의 도덕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

는 연구를 위하서만 사용하니, 비밀보장이 됨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

라서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도덕심리연구실

박사수료 연구원 장 희 선

1. 당신이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주변

의 정직한 사람으로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

고, 그런 사람의 행동, 성격, 태도, 가치관, 특성들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

세요.(적어도 5가지 이상을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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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중요도 인

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뒷 페이지의 정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단어를 읽고, 정직한 사람의 특성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1

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5점(매우 중요하다)로 점수 칸에 √표 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의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각 부분의 단어

를 잘 읽고 주어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사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sun0605@hanmail.net 으로 언제든지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도덕심리연구실

연구원 장 희 선

[부록2] 정직 개념에 대한 중요도 설문지

정직 개념 중요도 설문지

※ 다음 보기의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정직한 사람’의 속성, 특징, 성격들을 설명한 단어입

니다. 다음의 ‘정직한 사람’의 특성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 그 정도를 1점(전혀 중요하지 않

다.)에서 5점(매우 중요하다.)까지 점수 칸에 √ 표를 하세요.

‘정직한 사람’의 

속성, 특징, 성격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중요함
1 양심적인 1 2 3 4 5
2 일관적인 1 2 3 4 5
3 합리적인 / 이성적인 1 2 3 4 5
4 고지식한 / 융통성이 없는 / 우직한 1 2 3 4 5
5 용기 / 불의를 보고 참지 않음 1 2 3 4 5
6 공평 1 2 3 4 5
7 곧음 / 소신을 지키는 1 2 3 4 5
8 성실/ 꾸준함 1 2 3 4 5
9 책임 1 2 3 4 5
10 신뢰 / 믿음직한 1 2 3 4 5
11 거짓말하지 않기 1 2 3 4 5
12 진실만 말하기 1 2 3 4 5
13 속이지 않기 1 2 3 4 5
14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1 2 3 4 5
15 법과 질서 규칙준수 1 2 3 4 5
16 배려하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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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개념 진술 전문가 의견 수정결과

원칙주의

(Principled)

4 믿을 만한 31과 유사 ‘신뢰’로 통합 

수정31 소신이 있는 4번과 유사

35 손해보는 성격 48과 유사 9번에 반영

47 우직함 9, 48번과 유사 9번에 반영

48 융통성이 없음 9, 47번과 유사 9번에 반영

9 고지식한 지적없음 유지

20 어울리기 어려운 9, 48, 47번과 유사 9번에 반영

33 속이 깊음 18번과 유사 ‘양심적인’으로
통합 수정

19 평온한 마음가짐 60번과 유사 51번에 반영

18 마음가짐이 바름 19와 유사 ‘양심적인’으로 
통합 수정

51 이성적인 ‘객관적인’ 과 유사 유지

60 흔들리지 않음 51번과 유사 51번에 반영

진실성

(truthfulne

ss)

14 숨기지 않기 44번과 유사 44번에 반영

44 속이지 않기 지적없음 유지

26 꿍꿍이 없는 14, 44번과 유사 44번에 반영

42 겉과 속이 같은 26과 유사 44번에 반영

8 거짓없이 사실 추구하기 29번과 유사

‘진실 말하기’로 
통합29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기 8번과 유사

53 진실을 말하기 29번과 유사

2 언행 일치 42, 44번과 유사 44번에 통합 
반영

61 거짓말 하지 않기 지적없음 유지

40 얄미워 보임 29번과 8번의 의미상 내포됨 삭제

6 솔직하기 29, 53번과 유사 ‘진실 말하기’로 
통합

정의성

(righteousn

ess)

58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
이지 않기 56번의 하위 개념임

‘정의로운’에 
통합

54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 56번의 하위 개념임

43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15번의 하위 개념임 ‘용기’에 반영

57 주변의 비난을 받을 확
률 높음 ‘용기’의 특성에 해당됨 ‘용기’에 반영

55 나와 남을 같게 생각하
기 10번의 의미에 해당됨 10번에 통합

25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용기’를 위한 하위 특성 개념 ‘용기’에 반영

50 의지가 곧음 ‘용기’의 특성개념 ‘용기’에 반영

39 신념지키기 50번과 유사 ‘용기’에 반영

45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49, 46, 56과 유사 56번에 반영

15 대범함 쉬운 용어로 수정 ‘용기’로 수정

[부록3] 정직의 5범주 16개념 구분에 대한 전문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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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의로운 일 행하기 56번의 하위 개념임 56번에 반영

56 정의를 실현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 ‘정의로운’으로 
수정

46 옳은 일 하기 56번에 하위 개념임 56번에 반영

10 공정하기 지적없음 유지

충실성

(faithful)

16 일관적인 지적없음 유지

22 양심의 가책을 느낌 64번의 내적 행동특성임 64번에 반영

5 바른 가치관 지니기 32번의 특성개념 32번에 반영

38 억지부리지 않기 의미상 개념이 모호함 삭제

7 객관적으로 행동하기 28번과 유사,
16번 개념의 행동특성임 16번에 반영

36 바른 생활 5번과 유사,
32번의 특성개념 32번에 반영

28 사리분별하기 16번의 특성개념으로 포괄됨 16번에 반영

3 물질 앞에서 의연하기 의미상 개념이 모호함 삭제

52 자신과 남에게 떳떳하기
개념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음-삭제 16번에 반영

32 성실한 지적없음 유지

64 책임지기 지적없음 유지

준법성

(lawful)

62 편법하지 않기 41번의 하위 내용 41번에 반영

63 피해주지 않기 지적없음 유지

12 나쁜 일 하지 않기 41번과 63번의 공통된 내용 63번에 반영

24 부정행위 하지 않기 41의 비슷한 개념 41번에 반영

41 법질서 준수 지적없음 유지

13 배려하는 지적없음 유지

37 노력이상의 몫을 탐내지 
않기

개념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음 삭제

1 타의 모범 41의 하위 내용으로 통합 41번에 반영

21 법없이 살 수 있음 62, 63번의 행동특성임 63번에 반영

27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13번의 행동특성임 13번에 반영

23 부끄러움 없기 개념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음 삭제

34 스스로 규칙지킴 24, 41, 64에 포함되는 개념 41에 반영

11 과장되지 않기 범주에 해당되는 개념 
일치도가 낮음 삭제

30 규율에 맞는 34, 41, 62과 유사 41에 반영

17 예외 없는 34, 41번의 확장된 개념 41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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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한국인의 일상적 부정직 행위 경험 설문지

한국인의 일상적 부정직 행위 경험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 사람이 흔히 겪게 되는 부정직 행위 경험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뒷 페이지에 제시된 문항을 읽고, 지난 1년 동안에 자신이 가장 흔하게 

행했던 정직하지 못했던 부정직 행위(부정직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숫자 혹은 기호로 표기되어 다른 응답과 함께 분석 

과정을 거치므로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각 부분의 내용을 잘 읽고 주어진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사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sun0605@hanmail.net 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도덕심리연구실

박사수료 연구원 장 희 선

기본 정보

다음의 해당란에 √ 표를 하세요.

1. 성별 : ①남 ( ), ②여( ),

2. 학교 : ① 초등학교( ), ②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대학교( )

3. 학년 : ( )학년 

4. 연령 : 만 ( ) 세

5. 종교 : ①기독교( ), ②천주교( ), ③불교 ( ), ④그 외 종교( ),

⑤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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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가장 흔히 행했던 정직하지 못한 행위(부정직한 말이

나 행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아래의 질문에 따라 빈칸에 솔직하고 

되도록 자세하게 써 주세요. 

 ☞ 부정직 행동이란, 의도적인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 뿐 아니라,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행한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모른 체 하기)까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나를 

위한 것 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선의의 부정직한 말과 행동도 포함됩니다.

1 언제

2
어디서 / 

누구에게 

3

어떠한 정직하지 못

했던 행위(말 ․ 행동)를 

했나요?(자세히 써주세

요.)

4

왜 그러한 정직하지 

못한 행위(말․행동)를 했

는지 이유는 무엇이었

나요?(자세히 써주세요.)

5

위 행동결과, 자신과 

상대방은 어떻게 되었

나요?(자세히 써주세요.)

6

위 부정직 행위를 얼

마나 잘했다/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지 정도를 √

표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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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 초기 딜레마 사례

오륜 대상 유형 주제 내용

부자유친
부모
-자식

반사회적

유흥비 
마련

1. 부모님은 일정한 용돈만을 주신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번 여름에 놀러갈 자금 마련이 필요하였다. 용돈은 다 쓰고, 어떻게 돈을 얻어낼 궁리가 없었다. 그래
서 부모님께 교재를 사야한다고 거짓말을 할 지 고민이다.

아버지의 
잘못

2. 어느 날 아버지는 철수에게 혹시나 집에 누가 와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묻으면 없다고 말하라고 하고는 지하방에 숨었다. 경찰들이 집에 들어와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묻는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랐다.

친사회적
얼굴에 든 

멍
3. 전학을 간 당신은 시비를 거는 같은 반 학우와 싸우다가 얼굴에 멍이 들었다. 부모님은 얼굴에 왜 멍이 들었냐고 놀라 물으셨다. 부모님은 내가 새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을 지를 걱정하고 계신다. 당신은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할까 바른대로 말할지 고민이 되었다.

군신유의
상사-부

하

반사회적

속임수 세일
4. 당신은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고 있다. 요즘 불경기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성장 침체에 빚까지 지게 될 것이다. 이
것을 보고 직원 한 명이 속임수 세일을 실시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것은 이중가격표를 달아 소비자가 제품이 많이 세일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중가격
표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김부장의 
문서조작

5. 명수는 명수는 계약서류를 담당하는 업무를 새롭게 맡은 직원이다. 김부장은 명수의 직장 상사이자, 명수의 승진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주는 사람이
다. 그런 김부장과 명수는 계약서류 작성 업무를 같이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거래업체 사장과 계약서류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김부장은 이런 식으로 회사의 영업손실을 막기 위해 해왔던 것이다. 이것을 본 명수는 김부장을 하지 않도록 저지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고민이 되었다.

친사회적

사장님의 
안목

6. 당신은 어느 부서의 직원이다. 그런데, 사장이 좋은 식당을 데리고 같다고 해서 모두 따라 갔다. 그러나 그곳은 좋은 식당이 아니라, 집은 허름하고 음식 맛은 정말 없었
다. 그런데 사장님은 맛있었냐고 내게 묻는다. 맛있게 잘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할 지 솔직하게 말할 지 고민이 되었다.

선생님의 
선물

7. 선생님께서 우리 반이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보상으로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사실 이 사탕은 인삼향이 나는 것으로 내가 몹시 싫어하는 맛이다. 선생님이 맛있냐고 묻는
다. 사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보상은 아니니 다른 것으로 달라고 할 지 그냥 좋아하는 척 해야할 지 고민이 되었다.

부부유별 부부

반사회적
남편의 

이상한 행동
8.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경쟁회사에 좋은 대우를 받고 넘기기로 하였다. 남편의 이러한 통화내용을 들은 아내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아내에게 남편이 요
즘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이 없냐고 묻는다. 남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로 말해야할 지 모른다고 할 지 고민이 되었다.

친사회적

여배우와 
아내

9. 남편은 여배우가 광고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아내가 저 여배우랑 자신이랑 누가 더 예쁘냐고 묻는다. 남편은 어떻게 말해야할 지 고민이 되었다.

남편의 선물

10. 오늘은 은수의 생일이었다. 은수의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위해 어떤 선물을 살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새로 나온 책을 사서 선물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평소에 책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라 남편이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화장품을 사올 것이라고 기대하
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생일선물로 산 책을 주면서 아내에게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내(은수)는 남편에게 마음에 든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되었다.

장유유서

어른
(선배)-
아이

(후배)

반사회적 선배의 실수
11. 나는 한 병원의 의사이다. 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곳이 다시 아프다면서 내게 진찰을 받으러 왔다. 진찰 결과 이전의 병원에서 치료를 잘 못했음을 알게 되었
다. 그런데 환자에게 물어보니 이전의 병원은 친한 대학 선배가 하는 병원이었다. 당신은 이전에 받은 치료에 문제가 없고 다시 치료하면 된다고 이야기 할 지, 바른대로 말
해 드려야할지 고민이 되었다.

친사회적

할머니의 빵
12. 빵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할머니께서 빵을 만들어주셨다. 빵을 먹어본 아동은 빵이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께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자 “예, 정말 맛있어
요”라고 대답해야할 지 고민이 되었다.

달수의 
동네 후배

13. 상수는 같은 직장생활을 하는 달수의 고향 후배이다. 상수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한 동네에 오래 살아온 달수의 친동생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상
수는 아직 회사일이 익숙하지 않아 일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수의 상사인 김 부장이 서류를 던지면서 달수에게 이 
문서작성을 누가 했냐고 화를 내면서 물었다. 달수는 고향 후배 상수가 해서 올려놓은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반복되는 상수의 실수를 말해야할 지 감싸주
어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붕우유신 친구

반사회적

친구가 
깨뜨린 꽃병

14. 옆 반 제일 친구가 교실 안에서 놀다가 꽃병을 깨뜨렸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누가 깨뜨렸냐고 물어보셨다. 제일 친한 친구가 했다고 말해야할지, 그냥 모른다고 해야할 
지 고민이 되었다.

친구의 
취업 비밀

15. 필수와 인수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한 친구 사이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 필수는 대기업에 인사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수는 법에 어긋나는 사
업을 하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인수는 필수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넣었다. 그런데, 인수의 서류를 관리하던 필수는 인수의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과장 되어 있었다. 면접관들에게 공정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인수의 경력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지, 모른 체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친사회적

친구의 망친 
그림

16. 친구가 그림을 망쳤다고 속상해하였다. 사실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걱정스러운 친구는 내게 이 그림이 괜찮은지 묻는다. 나는 그림이 예쁘다고 말해야할 지 
솔직히 말해야할지 고민이 되었다.

친구의 
컨닝 목격

17. 경수는 봉수의 제일 친한 친구이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시험인 이번 기말 고사는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다. 경수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의 일을 돕느라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경수가 시험시간에 몰래 
쪽지를 보며 컨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봉수가 보게 되었다. 시험이 끝난 후 선생님은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발견하고 누가 컨닝을 했는지 반 친구들 모두
에게 물었다. 봉수는 사실대로 말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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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 딜레마 설문지

한국인의 갈등 상황 이야기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도덕심리 연구실에서 한국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시험이 아

니므로 질문들은 맞거나 틀린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것(번호)을 고르거나 생각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는 도덕성을 측정하는 설문지

가 아니므로 각 물음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숫자 혹은 기호로 표기되어 다른 응답과 함께 분석 과정을 거치

므로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

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 부분의 내용을 잘 읽고 주어진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본 검사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sun0605@hanmail.net 으로 언제든지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도덕심리연구실

박사수료 연구원 장 희 선

기본 정보

다음의 해당란에 √ 표를 하세요.

1. 성별 : ①남 ( ), ②여( ),

2. 학교 : ① 초등학교( ), ②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대학교( )

3. 학년 : ( )학년 

4. 연령 : 만 ( ) 세

5. 종교 : ①기독교( ), ②천주교( ), ③불교 ( ), ④그 외 종교( ),

⑤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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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나오는 10개의 일상생활 상황에서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각각의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상황1】 아버지의 부도

  사업을 하시는 영수의 아버지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다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 영수의 아

버지는 영수에게 혹시 집에 누가 와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물으면 없다고 말하라고 하고는 지

하방에 숨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쳐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묻는다. 영수는 당

황했지만, 아버지의 소재를 사실대로 말해야할 지, 거짓말을 할지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경찰이 묻는 대로 답해야 하기 때문에(경찰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므로)

④ 법은 마땅히 지켜야하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해야 더 많은 다른 사람(가족, 사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⑥ 언제 어디서나 사실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경찰에 대한 자수 문제는 아버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가족을 비롯한 사람들의 불효자라는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

④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면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⑥ 우리 아버지이니까... 자식으로서 마땅히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 덮어주어야 하기 때문에(효:孝)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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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얼굴의 멍

  전학을 간 민수는 새로 온 학생이라고 시비를 거는 같은 반 친구와 싸우다가 얼굴에 멍이 들었

다. 부모님은 얼굴에 왜 멍이 들었냐고 놀라 물으셨다. 부모님은 내가 새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지를 걱정하고 계신다. 민수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할까 바른대로 말할까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부모님이 묻는 말에 있는 대로 답해야 하기 때문에

④ 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규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해야 더 많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⑥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걱정을 하시게 되고, 오히려 정직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면 결국 내가 혼나거나 하는 등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친구들의 고자질쟁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④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면 때린 친구가 피해를 보고 결국 나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⑥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게 되므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효:孝)이므로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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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김부장의 문서 조작

 명수는 계약서류를 담당하는 업무를 새롭게 맡은 직원이다. 김부장은 명수의 직장 상사이자, 명

수의 승진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주는 사람이다. 그런 김부장과 명수는 계약서류 작성 업무

를 같이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거래업체 사장과 계약서류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김부장은 이런 식으로 회사의 영업손실을 막기 위

해 해왔던 것이다. 이것을 본 명수는 김부장을 하지 않도록 저지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 다른 사람들(다른 회사나 소비자들)이 비난하게 될까 두려워서... 

④ 업무에 있어서 의문나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사내규율에 어긋나는 일은 확인해야하므

로)

⑤ 사실대로 말해야 더 많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⑥ 언제 어디서나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

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김부장이 하는 일은 나와는 상관없고, 지금 말하면 내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회사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④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회사 사장의 지시이거

나 회사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냥 놔두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⑤ 사실대로 말하면 명수와 김부장을 비롯하여 회사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⑥ 우선, 회사 직원은 회사와 자신의 직속상관의 행동을 보호하는 것(충:忠)은 지켜야할 도리이기 때문

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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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4】 상품 과대 광고

  광수는 대기업에서 물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다. 오늘은 거리에서 상품을 팔기위해 판

매행사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경쟁하는 기업에서도 광수네 회사의 행사장 옆에서 판매행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에 경쟁심이 생긴 광수네 기업 사람들은 상품에 대해 없는 사실을 과대 포장

하여 광고를 하였다. 구경하던 손님이 광수의 회사 동료가 한 말이 사실인지 광수에게 정말 제품

에 그러한 기능이 있는지 묻는다. 광수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내가 당장 손보지는 않기 때문에(굳이 거짓말하기 귀찮아서)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나중에 회사의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④ 공정거래규범에 따라 사실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해야 더 많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⑥ 언제 어디서나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면 회사가 어려워져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회사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④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고, 동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면 회사 동료들도 피해를 보고 결국 나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⑥ 우선, 직원은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회사에 충성을 다해야하

므로)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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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5】 남편의 회사비밀 유출

 남편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였으나, 승진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

는 남편이 중요한 정보를 경쟁회사에 좋은 대우를 받고 넘기기로 약속하는 통화를 하는 것을 보

게 되었다. 결국 남편은 회사를 옮겨 승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남편의 이

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회사의 감사팀에서 아내에게 남편으로부터 

회사의 정보에 대해 들은 것이 없는지를 묻는다. 아내는 사실대로 말해야할 지, 모른 체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④ 남편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해야 더 많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⑥ 언제나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사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남편의 문제는 남편이 해결할 문제이지 내가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내가 피해보기 싫기 때문에)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④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다들 모른 체 하고 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면 부부사이가 멀어지고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⑥ 우선,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은 아내로써 지켜야할 도리이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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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6】 남편의 선물

  오늘은 은수의 생일이었다. 은수의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위해 어떤 선물을 살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새로 나온 책을 사서 선물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평소에 책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라 남편이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화장품을 사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생일선물로 산 책을 주면서 아내에게 마음

에 드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내(은수)는 남편에게 마음에 든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

가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아내가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④ 부부사이에 비밀은 없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위해 좋은 일이기 때문에

⑥ 언제 어디서나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면 결국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다음에는 선물을 받지 못하든가 하는)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사람들의 남편의 성의를 무시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④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면 부부사이가 나빠지고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⑥ 남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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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7】 선배의 실수

  성수는 한 병원의 치과의사이다. 어느 날 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곳이 다시 아프다

면서 내게 진찰을 받으러 왔다. 내가 진찰한 결과, 이전의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했음을 알게 되

었다. 그런데 환자에게 물어보니 전에 다녔던 병원은 나와 매우 친한 같은 대학 선배 민수가 하

는 병원이었다. 성수는 이전에 받은 치료에는 문제가 없고, 다시 치료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할 

지, 사실대로 말해야할 지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같은 출신 치과의사들을 모두 믿지 

못함)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이 같은 출신 치과 의사 모두를 비난하는 시선이 두려워서 

④ 치료를 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은 의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⑤ 이 선배의 실수를 사실대로 말해주어야 더 많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⑥ 언제 어디서나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선배의 실수는 선배의 문제이지, 사실대로 말하면 결국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선후배 치과의사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④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모른 체 하고 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한다면 선배가 피해를 보게 되면 나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⑥ 선-후배의 잘못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은 선-후배사이에서 지켜야할 도리이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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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8】 달수의 고향 후배 

  상수는 같은 직장생활을 하는 달수의 고향 후배이다. 상수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한 동네에 

오래 살아온 달수의 친동생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상수는 아직 회사일이 익숙하지 않아 일

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수의 상사인 김 부장이 서류를 

던지면서 달수에게 이 문서작성을 누가 했냐고 화를 내면서 물었다. 달수는 고향 후배 상수가 해

서 올려놓은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반복되는 상수의 실수를 말해야할 지 감싸주어야 할 지 고민

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나의 잘못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

로)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직장의 윗사람이 묻는 말에는 사실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④ 실수를 덮는 것보다 상수의 업무처리능력을 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회사의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⑥ 언제 어디서나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

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상수문제는 상수가 해결해야하기 때문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상수와 관계가 멀어지고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시선이 두렵기 때문

에

④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면 상수와 상수가족이 어려워져 나와 상수의 친구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므로

⑥ 직장 선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후배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선배가 지켜야할 도리이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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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9】 인수의 취업

 필수는 인수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한 친구 사이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 필수는 대기업에 인

사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수는 법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인수는 필수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넣었다. 그런데, 인수의 서류를 관리하던 필수는 

인수의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과장 되어 있었다. 면접관들에게 공정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인수

의 경력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지, 모른 체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정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될까 두려워서... 

④ 회사에 필요한 직원을 뽑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사소한 경력위조도 위법이므로)

⑤ 인수의 잘못을 사실대로 말해야 더 많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⑥ 언제 어디서나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

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인수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문제이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친구들이 우정을 어긴 친구라고 비난하는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④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모른 체 하고 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면, 인수네 가족도 힘들어져 나와 인수의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⑥ 사실대로 말하면, 친구가 힘들어질 것이고,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의리/우정)이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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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0】 경수의 컨닝

   경수는 봉수의 제일 친한 친구이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마

지막 시험인 이번 기말 고사는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다. 경수

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의 일을 돕느라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경수

가 시험시간에 몰래 쪽지를 보며 컨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봉수가 보게 되었다. 시험이 끝난 후 

선생님은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발견하고 누가 컨닝을 했는지 반 친구들 모두에게 물었다. 봉수

는 사실대로 말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다.

[1]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① 사실대로 말한다. --->[2-1]번으로 가세요.  ② 모른 체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③ 거짓말 한다. --->[2-2]번으로 가세요.      ④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가세요.

▶아래의 [2-1] 번과 [2-2]번 둘 중 한 가지 문제에 답하세요.

[2-1] 위 [1]번에서 당신이 ①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선생님이 묻는 말에는 사실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④ 자신의 잘못은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 반의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⑥ 언제 어디서나 사실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2] 위 [1]번에서 당신이 ②, ③, ④ 번과 같이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굳이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경수의 문제는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②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③ 사실대로 말했을 때, 친구를 고자질했다는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④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⑤ 사실대로 말하면 경수와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⑥ 사실대로 말하면, 친구가 힘들어지므로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친구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의리/우정)이기 때문에

※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3] 위의 이야기를 읽고 행동선택을 할 때,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숫자에 √표

를 하세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갈등이 된다.

1 2 3 4 5

[4] 위의 이야기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른 체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음의 표에 √표를 해보세요. 

매우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보통이다. 잘한 것이다.

매우 잘 한 

것이다.

1 2 3 4 5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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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종속  

변수

(I) 집단 (J) 집단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양심

적인

초등학생 중학생 -.30* .085 .015 -.56 -.04

고등학생 -.30* .086 .017 -.56 -.03

대학생 -.40* .085 .000 -.66 -.14

성인 -.47* .083 .000 -.72 -.21

중학생 초등학생 .30* .085 .015 .04 .56

고등학생 .00 .087 1.000 -.27 .27

대학생 -.10 .087 .863 -.37 .17

성인 -.17 .085 .415 -.43 .09

고등학생 초등학생 .30* .086 .017 .03 .56

중학생 .00 .087 1.000 -.27 .27

대학생 -.10 .087 .863 -.37 .17

성인 -.17 .085 .418 -.43 .09

대학생 초등학생 .40* .085 .000 .14 .66

중학생 .10 .087 .863 -.17 .37

고등학생 .10 .087 .863 -.17 .37

성인 -.07 .085 .953 -.33 .19

성인 초등학생 .47* .083 .000 .21 .72

중학생 .17 .085 .415 -.09 .43

고등학생 .17 .085 .418 -.09 .43

대학생 .07 .085 .953 -.19 .33

용기 초등학생 중학생 -.12 .103 .858 -.43 .20

고등학생 .26 .103 .167 -.06 .58

대학생 .21 .102 .390 -.11 .52

성인 -.09 .100 .927 -.40 .21

중학생 초등학생 .12 .103 .858 -.20 .43

고등학생 .38* .105 .011 .06 .70

대학생 .33* .104 .046 .00 .65

성인 .02 .102 1.000 -.29 .34

고등학생 초등학생 -.26 .103 .167 -.58 .06

중학생 -.38* .105 .011 -.70 -.06

대학생 -.05 .105 .991 -.38 .27

성인 -.36* .103 .017 -.67 -.04

대학생 초등학생 -.21 .102 .390 -.52 .11

중학생 -.33* .104 .046 -.65 .00

고등학생 .05 .105 .991 -.27 .38

성인 -.30 .102 .068 -.62 .01

성인 초등학생 .09 .100 .927 -.21 .40

중학생 -.02 .102 1.000 -.34 .29

고등학생 .36* .103 .017 .04 .67

대학생 .30 .102 .068 -.01 .62

성실 초등학생 중학생 .24 .104 .269 -.08 .56

고등학생 .70* .105 .000 .38 1.03

대학생 .82* .104 .000 .50 1.14

성인 .38* .102 .008 .06 .69

중학생 초등학생 -.24 .104 .269 -.56 .08

고등학생 .47* .107 .001 .14 .80

대학생 .58* .106 .000 .25 .91

성인 .14 .104 .771 -.18 .46

[부록7] 정직 개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Scheffe의 사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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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초등학생 -.70* .105 .000 -1.03 -.38

중학생 -.47* .107 .001 -.80 -.14

대학생 .11 .107 .890 -.22 .44

성인 -.33* .105 .045 -.65 .00

대학생 초등학생 -.82* .104 .000 -1.14 -.50

중학생 -.58* .106 .000 -.91 -.25

고등학생 -.11 .107 .890 -.44 .22

성인 -.44* .104 .001 -.76 -.12

성인 초등학생 -.38* .102 .008 -.69 -.06

중학생 -.14 .104 .771 -.46 .18

고등학생 .33* .105 .045 .00 .65

대학생 .44* .104 .001 .12 .76

책임 초등학생 중학생 .07 .105 .973 -.25 .40

고등학생 .40* .106 .006 .08 .73

대학생 .31 .105 .063 -.01 .64

성인 .10 .102 .909 -.21 .42

중학생 초등학생 -.07 .105 .973 -.40 .25

고등학생 .33 .108 .056 .00 .66

대학생 .24 .107 .290 -.09 .57

성인 .03 .105 .999 -.29 .35

고등학생 초등학생 -.40* .106 .006 -.73 -.08

중학생 -.33 .108 .056 -.66 .00

대학생 -.09 .107 .952 -.42 .24

성인 -.30 .105 .087 -.62 .02

대학생 초등학생 -.31 .105 .063 -.64 .01

중학생 -.24 .107 .290 -.57 .09

고등학생 .09 .107 .952 -.24 .42

성인 -.21 .104 .396 -.53 .11

성인 초등학생 -.10 .102 .909 -.42 .21

중학생 -.03 .105 .999 -.35 .29

고등학생 .30 .105 .087 -.02 .62

대학생 .21 .104 .396 -.11 .53

신뢰 초등학생 중학생 .04 .130 .999 -.36 .44

고등학생 -.25 .130 .437 -.66 .15

대학생 -.18 .129 .750 -.58 .22

성인 -.37 .126 .067 -.76 .02

중학생 초등학생 -.04 .130 .999 -.44 .36

고등학생 -.29 .133 .299 -.70 .12

대학생 -.22 .132 .595 -.63 .19

성인 -.42* .129 .035 -.81 -.02

고등학생 초등학생 .25 .130 .437 -.15 .66

중학생 .29 .133 .299 -.12 .70

대학생 .07 .133 .989 -.33 .48

성인 -.12 .130 .928 -.52 .28

대학생 초등학생 .18 .129 .750 -.22 .58

중학생 .22 .132 .595 -.19 .63

고등학생 -.07 .133 .989 -.48 .33

성인 -.20 .129 .679 -.59 .20

성인 초등학생 .37 .126 .067 -.02 .76

중학생 .42* .129 .035 .02 .81

고등학생 .12 .130 .928 -.28 .52

대학생 .20 .129 .679 -.2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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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음 초등학생 중학생 -.24 .101 .217 -.55 .07

고등학생 -.30 .101 .073 -.61 .02

대학생 -.27 .100 .135 -.58 .04

성인 -.46* .098 .000 -.77 -.16

중학생 초등학생 .24 .101 .217 -.07 .55

고등학생 -.05 .103 .991 -.37 .26

대학생 -.02 .103 1.000 -.34 .29

성인 -.22 .100 .307 -.53 .09

고등학생 초등학생 .30 .101 .073 -.02 .61

중학생 .05 .103 .991 -.26 .37

대학생 .03 .103 .999 -.29 .35

성인 -.17 .101 .607 -.48 .15

대학생 초등학생 .27 .100 .135 -.04 .58

중학생 .02 .103 1.000 -.29 .34

고등학생 -.03 .103 .999 -.35 .29

성인 -.20 .100 .425 -.51 .11

성인 초등학생 .46* .098 .000 .16 .77

중학생 .22 .100 .307 -.09 .53

고등학생 .17 .101 .607 -.15 .48

대학생 .20 .100 .425 -.11 .51

고지

식한

초등학생 중학생 -.18 .110 .601 -.52 .16

고등학생 .30 .110 .120 -.04 .64

대학생 -.01 .109 1.000 -.34 .33

성인 -.19 .107 .514 -.52 .14

중학생 초등학생 .18 .110 .601 -.16 .52

고등학생 .48* .113 .001 .13 .83

대학생 .18 .112 .646 -.17 .52

성인 -.01 .109 1.000 -.35 .33

고등학생 초등학생 -.30 .110 .120 -.64 .04

중학생 -.48* .113 .001 -.83 -.13

대학생 -.30 .112 .119 -.65 .04

성인 -.49* .110 .001 -.83 -.15

대학생 초등학생 .01 .109 1.000 -.33 .34

중학생 -.18 .112 .646 -.52 .17

고등학생 .30 .112 .119 -.04 .65

성인 -.19 .109 .563 -.52 .15

성인 초등학생 .19 .107 .514 -.14 .52

중학생 .01 .109 1.000 -.33 .35

고등학생 .49* .110 .001 .15 .83

대학생 .19 .109 .563 -.15 .52

법질

서준

수

초등학생 중학생 -.03 .098 .999 -.33 .28

고등학생 -.01 .099 1.000 -.31 .30

대학생 -.08 .098 .959 -.38 .22

성인 -.23 .096 .201 -.53 .06

중학생 초등학생 .03 .098 .999 -.28 .33

고등학생 .02 .101 1.000 -.29 .33

대학생 -.05 .100 .992 -.36 .26

성인 -.21 .098 .345 -.51 .09

고등학생 초등학생 .01 .099 1.000 -.30 .31

중학생 -.02 .101 1.000 -.33 .29

대학생 -.07 .101 .976 -.38 .24

성인 -.23 .099 .262 -.53 .08

대학생 초등학생 .08 .098 .959 -.22 .38

중학생 .05 .100 .992 -.26 .36

고등학생 .07 .101 .976 -.24 .38

성인 -.16 .098 .632 -.4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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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초등학생 .23 .096 .201 -.06 .53

중학생 .21 .098 .345 -.09 .51

고등학생 .23 .099 .262 -.08 .53

대학생 .16 .098 .632 -.14 .46

거짓

말하

지않

기

초등학생 중학생 .05 .101 .990 -.26 .37

고등학생 -.06 .101 .982 -.38 .25

대학생 -.31 .100 .056 -.62 .00

성인 -.20 .098 .363 -.51 .10

중학생 초등학생 -.05 .101 .990 -.37 .26

고등학생 -.12 .103 .856 -.44 .20

대학생 -.36* .103 .015 -.68 -.04

성인 -.26 .100 .155 -.57 .05

고등학생 초등학생 .06 .101 .982 -.25 .38

중학생 .12 .103 .856 -.20 .44

대학생 -.24 .103 .244 -.56 .08

성인 -.14 .101 .748 -.45 .17

대학생 초등학생 .31 .100 .056 .00 .62

중학생 .36* .103 .015 .04 .68

고등학생 .24 .103 .244 -.08 .56

성인 .10 .100 .908 -.21 .41

성인 초등학생 .20 .098 .363 -.10 .51

중학생 .26 .100 .155 -.05 .57

고등학생 .14 .101 .748 -.17 .45

대학생 -.10 .100 .908 -.41 .21

진실

만 

말하

기

초등학생 중학생 .06 .104 .985 -.26 .38

고등학생 -.03 .105 .999 -.36 .29

대학생 -.15 .104 .745 -.47 .18

성인 -.34* .102 .027 -.65 -.02

중학생 초등학생 -.06 .104 .985 -.38 .26

고등학생 -.10 .107 .940 -.43 .24

대학생 -.21 .106 .429 -.54 .12

성인 -.40* .104 .005 -.72 -.08

고등학생 초등학생 .03 .105 .999 -.29 .36

중학생 .10 .107 .940 -.24 .43

대학생 -.11 .107 .891 -.44 .22

성인 -.30 .104 .075 -.63 .02

대학생 초등학생 .15 .104 .745 -.18 .47

중학생 .21 .106 .429 -.12 .54

고등학생 .11 .107 .891 -.22 .44

성인 -.19 .103 .487 -.51 .13

성인 초등학생 .34* .102 .027 .02 .65

중학생 .40* .104 .005 .08 .72

고등학생 .30 .104 .075 -.02 .63

대학생 .19 .103 .487 -.13 .51

속이

지않

기

초등학생 중학생 -.01 .098 1.000 -.31 .29

고등학생 -.02 .098 1.000 -.32 .29

대학생 -.34* .097 .017 -.64 -.04

성인 -.29 .095 .055 -.58 .00

중학생 초등학생 .01 .098 1.000 -.29 .31

고등학생 .00 .100 1.000 -.31 .31

대학생 -.33* .099 .030 -.63 -.02

성인 -.28 .097 .087 -.58 .02

고등학생 초등학생 .02 .098 1.000 -.29 .32

중학생 .00 .100 1.000 -.31 .31

대학생 -.32* .100 .034 -.63 -.01

성인 -.27 .098 .098 -.5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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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초등학생 .34* .097 .017 .04 .64

중학생 .33* .099 .030 .02 .63

고등학생 .32* .100 .034 .01 .63

성인 .05 .097 .993 -.25 .35

성인 초등학생 .29 .095 .055 .00 .58

중학생 .28 .097 .087 -.02 .58

고등학생 .27 .098 .098 -.03 .58

대학생 -.05 .097 .993 -.35 .25

타인

에게 

피해

주지

않기

초등학생 중학생 .01 .111 1.000 -.33 .36

고등학생 .63* .112 .000 .29 .98

대학생 .63* .111 .000 .29 .97

성인 .15 .109 .742 -.18 .49

중학생 초등학생 -.01 .111 1.000 -.36 .33

고등학생 .62* .114 .000 .26 .97

대학생 .61* .113 .000 .27 .96

성인 .14 .111 .818 -.20 .48

고등학생 초등학생 -.63* .112 .000 -.98 -.29

중학생 -.62* .114 .000 -.97 -.26

대학생 .00 .114 1.000 -.35 .35

성인 -.48* .111 .001 -.82 -.14

대학생 초등학생 -.63* .111 .000 -.97 -.29

중학생 -.61* .113 .000 -.96 -.27

고등학생 .00 .114 1.000 -.35 .35

성인 -.48* .110 .001 -.82 -.14

성인 초등학생 -.15 .109 .742 -.49 .18

중학생 -.14 .111 .818 -.48 .20

고등학생 .48* .111 .001 .14 .82

대학생 .48* .110 .001 .14 .82

공평 초등학생 중학생 .02 .101 1.000 -.29 .33

고등학생 .53* .101 .000 .22 .84

대학생 .34* .100 .020 .03 .65

성인 .13 .098 .759 -.17 .44

중학생 초등학생 -.02 .101 1.000 -.33 .29

고등학생 .51* .103 .000 .19 .83

대학생 .33* .102 .038 .01 .64

성인 .12 .100 .850 -.19 .43

고등학생 초등학생 -.53* .101 .000 -.84 -.22

중학생 -.51* .103 .000 -.83 -.19

대학생 -.18 .103 .522 -.50 .13

성인 -.39* .101 .004 -.71 -.08

대학생 초등학생 -.34* .100 .020 -.65 -.03

중학생 -.33* .102 .038 -.64 -.01

고등학생 .18 .103 .522 -.13 .50

성인 -.21 .100 .353 -.52 .10

성인 초등학생 -.13 .098 .759 -.44 .17

중학생 -.12 .100 .850 -.43 .19

고등학생 .39* .101 .004 .08 .71

대학생 .21 .100 .353 -.10 .52

배려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15 .107 .750 -.18 .48

고등학생 .85* .108 .000 .52 1.18

대학생 1.06* .107 .000 .73 1.39

성인 .50* .105 .000 .18 .83

중학생 초등학생 -.15 .107 .750 -.48 .18

고등학생 .70* .110 .000 .36 1.04

대학생 .91* .109 .000 .57 1.25

성인 .35* .107 .027 .0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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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초등학생 -.85* .108 .000 -1.18 -.52

중학생 -.70* .110 .000 -1.04 -.36

대학생 .21 .110 .467 -.13 .55

성인 -.35* .108 .036 -.68 -.01

대학생 초등학생 -1.06* .107 .000 -1.39 -.73

중학생 -.91* .109 .000 -1.25 -.57

고등학생 -.21 .110 .467 -.55 .13

성인 -.55* .107 .000 -.88 -.22

성인 초등학생 -.50* .105 .000 -.83 -.18

중학생 -.35* .107 .027 -.68 -.02

고등학생 .35* .108 .036 .01 .68

대학생 .55* .107 .000 .22 .88

일관

적인

초등학생 중학생 -.36* .101 .012 -.67 -.05

고등학생 -.04 .101 .997 -.35 .27

대학생 -.48* .100 .000 -.79 -.17

성인 -.48* .098 .000 -.78 -.17

중학생 초등학생 .36* .101 .012 .05 .67

고등학생 .32* .103 .047 .00 .64

대학생 -.12 .102 .868 -.43 .20

성인 -.12 .100 .855 -.43 .19

고등학생 초등학생 .04 .101 .997 -.27 .35

중학생 -.32* .103 .047 -.64 .00

대학생 -.44* .103 .001 -.75 -.12

성인 -.44* .101 .001 -.75 -.13

대학생 초등학생 .48* .100 .000 .17 .79

중학생 .12 .102 .868 -.20 .43

고등학생 .44* .103 .001 .12 .75

성인 .00 .100 1.000 -.31 .31

성인 초등학생 .48* .098 .000 .17 .78

중학생 .12 .100 .855 -.19 .43

고등학생 .44* .101 .001 .13 .75

대학생 .00 .100 1.000 -.31 .31

합리

적인

초등학생 중학생 -.20 .104 .449 -.52 .12

고등학생 .55* .105 .000 .23 .88

대학생 .53* .104 .000 .21 .85

성인 .05 .101 .995 -.27 .36

중학생 초등학생 .20 .104 .449 -.12 .52

고등학생 .75* .107 .000 .42 1.08

대학생 .73* .106 .000 .40 1.05

성인 .25 .104 .230 -.07 .57

고등학생 초등학생 -.55* .105 .000 -.88 -.23

중학생 -.75* .107 .000 -1.08 -.42

대학생 -.03 .106 .999 -.36 .30

성인 -.51* .104 .000 -.83 -.19

대학생 초등학생 -.53* .104 .000 -.85 -.21

중학생 -.73* .106 .000 -1.05 -.40

고등학생 .03 .106 .999 -.30 .36

성인 -.48* .103 .000 -.80 -.16

성인 초등학생 -.05 .101 .995 -.36 .27

중학생 -.25 .104 .230 -.57 .07

고등학생 .51* .104 .000 .19 .83

대학생 .48* .103 .000 .16 .80

관측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류 조건은 평균 제곱(오류) = 1.145입니다.

*.평균차는 .05수준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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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237 .056 .742 .742

2 .131 .017 .226 .968

3 .049 .002 .032 1.000

전체 　 .076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58 .128 .866 .866

2 .135 .018 .123 .989

3 .040 .002 .011 1.000

전체 　 .148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34 .112 .756 .756

2 .181 .033 .221 .977

3 .059 .003 .023 1.000

전체 　 .148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04 .163 .723 .723

2 .240 .058 .257 .979

3 .069 .005 .021 1.000

전체 　 .225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96 .156 .795 .795

2 .191 .036 .185 .980

3 .063 .004 .020 1.000

전체 　 .197 1.000 1.000

[부록8] 연령집단별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대응분석 결과

<부록 표8-1> 초등학생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행동선택에 대한 대응분석표

* x2=168.772 df=12, p<.001

<부록 표8-2> 중학생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행동선택에 대한 대응분석표

* x2=320.766, df=12, p<.001

<부록 표8-3> 고등학생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행동선택에 대한 대응분석표

* x2=296.105 df=12, p<.001

<부록 표8-4> 대학생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행동선택에 대한 대응분석표

* x2=468.102, df=12, p<.001

<부록 표8-5> 성인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행동선택에 대한 대응분석표

* x2=440.341, df=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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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소극적부정직 적극적부정직 회피 전체

부자 159 331 473 117 1080

군신 570 327 57 123 1077

부부 212 515 239 110 1076

장유 737 163 116 50 1066

친구 595 323 66 81 1065

전체 2273 1659 951 481 5364

정직 소극적부정직 적극적부정직 회피 전체

부자 599 40 355 37 1031

군신 535 231 201 107 1074

부부 364 43 617 41 1065

장유 442 335 222 65 1064

친구 308 571 106 78 1063

전체 2248 1220 1501 328 5297

[부록9]반사회적-친사회적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대응분석 결과

<부록 표9-1>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교차분포표

* x2=1429.358, df=12, p<.001

<부록 표9-2>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오륜관계와 행동선택의 교차분포표

* x2=1508.705.358, df=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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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54 .126 .865 .865

2 .120 .014 .099 .964

3 .060 .004 .025 .989

4 .040 .002 .011 1.000

전체 　 .145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59 .210 .865 .865

2 .171 .029 .121 .986

3 .054 .003 .012 .997

4 .025 .001 .003 1.000

전체 　 .243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399 .159 .732 .732

2 .187 .035 .161 .893

3 .125 .016 .072 .964

4 .088 .08 .036 1.000

전체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56 .208 .667 .667

2 .240 .058 .185 .852

3 .171 .029 .094 .947

4 .129 .017 .053 1.000

전체 　 .311 1.000 1.000

차원 비정칙값 요약 관성 설명비율 누적비율
1 .455 .207 .765 .765

2 .215 .046 .171 .936

3 .097 .009 .035 .970

.089 .008 .030 1.000

전체 　 .270 1.000 1.000

[부록10] 연령집단별 오륜관계와 갈등해소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표

<부록 표10-1> 초등학생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표

* x2=105.252 df=16, p<.001

<부록 표10-2> 중학생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표

* x2=222.755, df=16, p<.001

<부록 표10-3> 고등학생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표

* x2=238.832 df=16, p<.001

<부록 표10-4> 대학생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정당화 방식 대한 대응분석표

* x2=374.466, df=16, p<.001

<부록 표10-5> 성인의 오륜관계와 갈등 해소 정당화 방식 대한 대응분석표

* x2=322.882, df=1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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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집단별 갈등해소 행동선택 빈도분석표

<부록 표11-1>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선택 빈도표(명/(%))

상황 집단

행동선택

전체

x2
d.f

=12

정직
부정직

모른 체 

한다.

거짓말

한다.

잘 

모르겠다.
소계

반사
회적

초등학생 625(55.9) 188 177 128 493(44.1) 1118 126.
369*

*
중학생 543(50.0) 255 180 107 542(50) 1085

고등학생 400(39.9) 357 172 73 602(60.1) 1002

대학생 311(29.9) 435 217 76 728(70.07) 1039

성인 394(35.2) 424 205 97 726(64.82) 1120

2273 1659 951 481 3091 5364

<부록 표11-2>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선택 빈도표(명/(%))

상황 집단

행동선택

전체

x2
d.f

=12

정직
부정직

모른 체 

한다.

거짓말

한다.

잘 

모르겠다.
소계

친사
회적

초등학생 631(57) 118 279 79 476(43) 1107 140.
998*

*
중학생 471(43.45) 200 330 83 613(56.55) 1084

고등학생 372(37.2) 257 320 51 628(62.8) 1000

대학생 402(38.73) 284 290 62 636(61.27) 1038

성인 457(40.91) 322 282 56 660(57.08) 1117

2333(43.64) 1181 1501 331 3013(53.36) 5346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

[부록 그림11]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연령별 행동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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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방식 집단 　전체 x2

d.f=16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자기이익 74(2.8) 91(3.5) 118(4.5) 142(5.4) 122(4.7) 547(21) 648.0

00**자율성 11(0.4) 32(1.2) 38(1.5) 57(2.2) 64(2.5) 202(7.7)

일치성 42(1.6) 42(1.6) 60(2.3) 45(1.7) 69(2.6) 258(9.9)

공리주의 85(3.3) 117(4.5) 114(4.4) 151(5.8) 134(5.1) 601(23)

전통적 가치 153(5.9) 153(5.9) 199(7.6) 257(9.9) 238(9.1) 1000(38.3)

계 365(14) 435(16.7) 529(20.3) 652(25) 627(24) 2608(100)

정당화 방식 집단 　전체 x2

d.f=16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자기이익 77(2.9) 93(3.5) 134(5.0) 144(5.4) 145(5.4) 593(22.1) 792.7
05**

자율성 6(0.2) 26(1.0 ) 35(1.3) 63(2.4) 62(2.3) 192(7.2)

일치성 49(1.8) 75(2.8) 52(1.9) 36(1.3) 53(2.0) 265(9.9)

공리주의 63(2.4) 97(3.6) 75(2.8) 93(3.5) 91(3.4) 419(15.6)

전통적 가치 202(7.5) 236(8.8) 281(10.5) 238(8.9) 253(9.4) 1210(45.2)

계 397(14.8) 527(19.7) 577(21.5) 574(21.4) 604(22.5) 2679(100)

[부록12] 반사회 및 친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집단별 갈등해소 행동선택 정당화 방식 

빈도분석표

<부록 표12-1>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부정직 행동 선택 정당화 방식 빈도표(명/(%))

<부록 표12-2>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부정직 행동 선택 정당화 방식 빈도표(명/(%))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

[부록 그림12]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연령별 부정직 행동의 정당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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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flict and its Mode of Resolution

between Honesty and Traditional Values in Korea

Chang, Hee Sun

Major Advisor: Moon, Yong Lin(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 of conflict and its mode

of resolution between honesty and traditional values of Confucianism(the five

cardinal relationships: wulun) in Korea.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values on the way of resolving moral dilemmas, the study firstly sought to

examine positivistically how Koreans conceptualize honesty and how people of

different dishonest types typically behave according to age, gender and objects

of dishonesty. Secondly, an analysis was performed to typify the ways in which

resolution behaviors and justification methods are selected in conflict situ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1)A free-listing survey was conducted with 122 undergraduate and 57 graduate

students to find out their perceptions on honesty, and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as analyzed using ‘Concept Mapping’ methodology. As a result, 5

categories were identified, and it was prov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eight of honesty perception among different age groups. (2)To conduct a

study on types of dishonest acts, cases of dishonest acts collected from a total

of with 536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were classified into 11 codes

according to type, and then developmental differences were also analyzed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method. (3)After a questionnaire on moral dilemmas

was developed, developmental differences were examined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through a survey of a total of 1,091 people, ranging

from primary school students to adults. (4)The results of research were

synthesized to form a model describing the modes of conflict resolution

between honesty and traditional values.

The findings from the abov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honesty as recognized by Koreans was classified into the fiv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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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uthfulness', 'lawfulness', 'faithfulness', 'righteousness', and 'principledness'.

All age groups valued 'truthfulness' the most.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age,

the more the subjects tended to emphasize 'principledness'; the lower the age,

the more they tended to stress 'lawfulness'.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s,

males placed more importance on 'faithfulness' while females placed more

importance on 'truthfulness'.

Second, types of dishonest behaviors varied depending on age,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the object of behavior. Dishonest behaviors according to age

expanded in scope from individual-internal motivation types to

interpersonal-relational motivation types. Dishonest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showed differences: while males exhibited types that pursued concrete

gain such as material goods, females exhibited types that pursu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r abstract gain such as self-regard and relationships. The

individuals for which dishonest behaviors are intended became gradually

expanded according to the subjects’ ages and the radius of their lives, and

types of dishonest behaviors likewise differ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object.

Third, behavior selection for resolving conflict between honesty and traditional

values differed according to the five cardinal relationships (wulun: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between father and son; between elders/seniors and

younger/juniors;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between friends), as well as

age, gender, and dilemmatic situation. The subjects selected dishonest acts in

family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more often when falling under the five

cardinal relationships and selected honest acts in all other relationship. In

addition, as the age increased, dishonest behavior selection increased and honest

behavior selection decreased, and males and females differed by selecting active

dishonest acts and passive dishonest acts, respectively. Anti- and pro-social

situations also influenced people towards dishonest behaviors.

Fourth, behavior selection justification methods also differed according to the

five cardinal relationships, age, gender, and dilemmatic situation. The subjects

justified their behavior with traditional values in father-son relationships,

self-interest in friendships, utilitarianism in husband-wife relationships and

elder-younger relationships, and autonomy and congruence in other



- 235 -

relationships. In addition, as the age increased, the ratio at which the subjects

justified their acts with traditional values likewise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justification methods were diverse. While gender differences were not so

clear to explain how people do. Anti- and pro-social situations made a

difference in the justification of behaviors, too.

Fifth, the mode of resolving conflicts between honesty and traditional values

were constructed into a typification model by integrating justification methods

that included elements of traditional values. In the typification model, the

points at which the honest act curve and the dishonest act justification curve

meet can be said to give rise to conflict the most frequently. In particular, as

for the traditional value exhibiting the greatest conflict with honesty, it was

filial piety(xiao) between father and s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friendship

between friends for middle school students, obligation between senior and

junior for high school students, loyalty(zhong) to the organiz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and fidelity between husband and wife for adults, thus differing per

age. As this shows, in the typification model, the mode of resolving conflict

between honesty and traditional values differed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s

and interactions in relationship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raditional values of

Confucianism, i.e. wulun, which are sociocultural convention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honest behavior in Korea. Another contribution that this study makes

to the existing Korean literature on honesty is that it makes up for the lack of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It can also lead to

a new direction of moral education by providing empirical resources on conflict

resolution mode based on the analyzed perception of honesty. Future studies on

honesty and dishonest behaviors in Korea must extend this coverage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consideration of the particular context of

actual behaviors, and by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cultural areas.

Key words: honesty, traditional values of Confucianism, the five cardinal relationships,

the mode of conflic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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