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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영역과 연령에 따른 단순 규범 위반의 정당화 진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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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ng Children Prioritize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in Their Sociomoral Judgment

Lee, Suhyun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preschoolers distinguish 

moral norms from conventional norms and what kind of norms they 

consider as priority rules in situations where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conflict. Also, this study explored whether children differently compromise 

the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when they conflict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work, this study sought to shed light on the aspect of relative 

priorities between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sociomoral judgment. 

Participants were 144 children in 3, 4, 5 years of age who were 

recruited from the mid-class area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sociomoral event interviews and analyzed in SPSS 

statistical package, using means, standard deviations, one sample t-test,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s a mixed model, chi-squared test, 

and marginal homogeneity tes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distinguished moral norms from conventional norms 

following the criterion suggested by socio-cognitive domain theory, and there 



was no age difference. Children reported the moral transgressions are more 

impermissible and serious than personal and impersonal conventional 

transgressions. Also, they reported that moral norms are more independent 

from authority and rules than two types of conventional norms. However, 

they did not distinguish between personal and impersonal conventions in 

most indicators, and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y tend to recognize the 

violence of personal conventions as a moral transgression. 

Second, children prioritized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when 

they conflicted, and there was no age difference in this tendency. Children 

in all ages did not permit the moral transgressions that occurred to obey 

conventional norms, while they permitted the conventional transgressions that 

occurred to uphold moral values. They also reported that moral 

transgressions occurred to obey conventional norms were more serious 

transgressions than conventional transgressions which protected moral values. 

Third, children compromised conventional norms in a larger extent than 

moral norms when they conflicted each other, and there was no age 

difference in this tendency. Children’s judgment was clearly more generous 

towar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that occurred to protect moral values, 

whereas their judgment did not change much upon the moral transgressions 

that occurred to follow conventional norms. 

Forth, older children were generally more strict in their sociomoral 

judgment, justified their judgment using more deliberate reasons, and 

considered the context of transgressions to a larger extent. Older children 

less permitted transgressions and thought the transgressions are more serious 

in all domains. Also, older children justified their judgment based on the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while irrelevant and unspecified justifications 

decreased with age. Four and 5-year-old children were more flexible in their 

sociomoral judgment,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of transgression, than 

3-year-old children.



This study extends the current literature on preschool children’s 

sociomoral judgment by demonstrating that children not only distinguish 

between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but also prioritize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and adhere to the moral norms than conventional norms 

when they conflict each other. Older children were generally more strict to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more deliberately justified their 

judgment, and were more flexibly changed their judgment considering the 

context, but the relative priority of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was regardless of age.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ildren 

distinguish moral norms from conventional nor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 treatment to people rather than the interpersonal obligations and that 

from 3 years of age, children consistently hold priority on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Keywords: Sociomoral judgment, socio-cognitive domain theory, moral 

norms, conventional norms, norm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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