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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정 이 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측정 도구
가 적절히 사용되기 위해, 문화적 배경과 맥락 및 시기의 적절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도덕발달은 개
개인이 놓인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의해 다르게 구성된 경험에 의
해 이루어진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도덕성의 비약적 발달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덕성
과 관련된 측정도구 또한 개인이 놓인 맥락 내에서 개발·활용되어
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는 국외에서 주로
개발·활용되었으며 국외의 측정도구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
과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측정도구가
사용되는 지역인 한국의 맥락을 담아야 한다는 것과 도구가 사용되
는 대상인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한다는 결
론에 이르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는 블라지(A. Blasi)의 자아 모델과 데이먼(W. Damon)의
자아발달 단계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도덕적인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은 도덕적 이해력, 의지력, 도덕적 욕구, 자기 통합성을 지녔다

- i -

는 이론에 근거하여 측정 도구의 구인을 도덕적 이해, 도덕적 자기
이해,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열망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리
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4가지 도덕적 가치인 성실,
책임, 배려, 정의와 관련된 딜레마 사례와 순위 선다형 선택지의 문
항을 활용하여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측정 도구는 윌슨(M. Wilson)의 4 구성요소(The Four Building
Blocks) 방법에 의거하여 개발되었다. 구인 구성도(Construct map)를
그리고 그에 따라 문항을 개발(Item Design)하고 피험자의 반응을
범주화 및 채점(Outcome spaces)한 뒤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을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 사전 검사와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 검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 검사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의 구인 구성도와
문항, 반응 범주화 및 채점 단계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초등학
교 5, 6학년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도덕적 정체
성 측정도구는 각각의 딜레마별로 도덕적 이해 두 문항, 도덕적 자
기 이해 두 문항, 도덕적 자기 일치 두 문항, 도덕적 열망 두 문항
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Cronbach-α값)은 비교적 높았다. 본 연구
에서 개발·활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값은 .85 이다. 둘째, 본 연구
의 타당도는 문항의 적합도(Item Infit)와 개별 학생들의 문항 적합도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아울러 4 구성요
소 단계에 따른 구인 구성도(Construct Map)와 측정 모형 분석 단계
의 롸잇맵(Wright Map)과의 합치성을 규명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성
을 검증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함의는 측정 도구 타당화 측면과
측정 결과 분석 측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측정 도구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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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있어 개발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게 나타나
도덕적 정체성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분석 측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들의 도
덕적 판단 능력은 상위 수준이며 도덕적 열망 및 자기 이해는 중간
수준, 도덕적 자기 일치는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위
구인 요소인 도덕적 자기 일치 수준의 위계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좀 더 정확한 측정 도구의 적용을 위해 검사 진행 중 딜
레마에 대한 검사자의 추가 부연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
이 필요하다. 넷째, 성실·책임·배려·정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특정 가치들(책임·정의)이 응답자들에게 있어 더 쉬운 곤란도를 보
이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표집 대상의 확대 적용 및 추후 연
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섯째,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구인 요소로
서 도덕적 이해, 도덕적 자기 이해, 도덕적 열망, 도덕적 자기 일치
에 위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으로 논의된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실질적
결과를 종합하면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대상에 있어 지역적, 시기적 국한성이 존재한다. 둘째, 응답 범
주화 및 채점(Outcome spaces) 단계에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
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들과
도덕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
서 개발된 도덕적 정체성 문항에는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
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들을 활용하여 개발됨으로써 다른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실질적
적용을 꾀하였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어울리는 도덕
적 정체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도덕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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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정 도구 개발에 있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이론과 프로그램의
사용을 도입하였다. 셋째,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도덕과의 핵
심 가치들을 문항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들이 얼마나
내면화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넷째,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 제시하는 핵심 가치들에 따라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
록 돕는 도덕 교육 지도 방법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체성 발달 과정을 규명하고 학교 도덕 교육에서 도덕적
정체성 형성의 지도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학술적 의미
를 지닌다. 따라서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도덕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주요어 :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자아, 도덕 가치,
측정도구 개발, 초기 청소년, Blasi 자아 모델,
4 구성요소
학

번 : 2017-28050

- iv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6

3. 연구 방법 및 구성 …………………………………

6

4. 연구의 의의 …………………………………………

8

Ⅱ. 이론적 배경 ……………………………………

10

1.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개념의 학문적 배경……

10

1) 자아 및 정체성 ……………………………………

10

2)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이론 ……………………

14

3) 도덕적 정체성의 조작적 정의와 하위 구성 요소
설정 …………………………………………………

22

4) 개정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도덕과의 핵심 가치 …

25

2. 측정도구 개발의 이론적 배경 ……………………

28

1) 라쉬 모형(Rasch model) …………………………

28

2) 윌슨(M. Willson)의 4 구성요소 접근(The Four
Building blocks Approach) ………………………
3) 도덕적 자아·정체성 측정도구 분석 ……………

29
31

Ⅲ. 사전 검사 실시 및 결과 ………………………

41

1. 측정 도구 초안 개발 ………………………………

41

1) 대상 및 구인의 정의(Construct Map)……………

41

2) 구인 특화 단계(Specifying Construct) …………

41

- v -

3) 문항 개발 단계(The Item Design) ………………

44

4) 반응 범주화 및 채점(The Outcome Spaces) ……

58

5) 사전 검사의 진행 …………………………………

64

6) 측정 모형 적용(The Measurement Model) ………

65

2. 사전검사의 결과 분석 ………………………………

65

1) 부분점수 모형(Partial Credit Model) 측정 결과 ……

65

2) 학생 수준에 대한 문항의 적합도 분석 …………

73

3)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

76

4) 측정도구 수정 사항 논의 및 반영 ………………

77

(1) 구인구성도의 수정 ……………………………

77

(2) 문항 및 반응 범주화(채점)의 수정 …………

79

Ⅳ. 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85

1. 본 조사 실시 …………………………………………

85

1) 조사 대상 ……………………………………………

85

2) 조사 환경 ……………………………………………

85

3) 분석 방법 ……………………………………………

86

2. 본 조사 결과의 해석 ………………………………

86

1) 롸잇맵(Wright Map) 분석 결과 …………………

86

2) 문항 적합도(Item fit) 분석 결과 …………………

90

3) 고전 문항 분석(Classical Item) 분석 결과 ………

92

4) 개별 응답 분석 결과(Individual Fit 및 Person
Diagnostic Map)………………………………………
5) 결과 해석 및 논의 …………………………………

- vi -

93
105

3.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의 도덕교육적 함의 …

107

Ⅴ. 결론 및 제언 ……………………………………

113

* 참 고 문 헌 ………………………………………………

119

* ABSTRACT ………………………………………………

126

- vii -

표 목 차
<표 Ⅱ-1> 자아와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 ………

11

<표 Ⅱ-2> 데이먼의 자아 발달 과정 ………………………

17

<표 Ⅱ-3>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 ……………………

25

<표 Ⅱ-4> 아퀴노&리드의 도덕적 정체성 문항 주요인 분석 …

33

<표 Ⅱ-5> 하디 외의 도덕적 가치 내면화 설문지 …………

37

<표 Ⅱ-6> 도덕적 동기화 검사 도구 문항 사례 중 도덕적
정체성 부분 ………………………………………

37

<표 Ⅲ-1>‘성실’사전검사 문항 세트 ……………………

47

<표 Ⅲ-2>‘책임’사전검사 문항 세트 ……………………

50

<표 Ⅲ-3>‘배려’사전검사 문항 세트 ……………………

53

<표 Ⅲ-4>‘정의’사전검사 문항 세트 ……………………

56

<표 Ⅲ-5>‘성실’사전검사 평가 결과 반응 범주화 및
채점 ………………………………………………
<표 Ⅲ-6>‘책임’사전검사 평가 결과 반응 범주화 및
채점 ………………………………………………
<표 Ⅲ-7>‘배려’사전검사 평가 결과 반응 범주화 및
채점 ………………………………………………
<표 Ⅲ-8>‘정의’사전검사 평가 결과 반응 범주화 및
채점 ………………………………………………

60
61
62
63

<표 Ⅲ-9> 사전검사에 참여한 학생 현황 …………………

64

<표 Ⅲ-10> 성실 사전검사 롸잇맵(Wright Map) …………

67

<표 Ⅲ-11> 책임 사전검사 롸잇맵(Wright Map) …………

68

<표 Ⅲ-12> 배려 사전검사 롸잇맵(Wright Map) …………

69

<표 Ⅲ-13> 정의 사전검사 롸잇맵(Wright Map) …………

71

<표 Ⅲ-14> 수정된 배려 문항 ………………………………

80

- viii -

<표 Ⅲ-15> 수정된 배려 문항 반응 범주화 및 채점 ………

81

<표 Ⅲ-16> 수정된 정의 문항 ………………………………

81

<표 Ⅲ-17> 수정된 정의 문항 반응 범주화 및 채점 ………

84

<표 Ⅳ-1>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 현황 ……………………

85

<표 Ⅳ-2> 본 조사의 롸잇맵(Wright Map) …………………

89

<표 Ⅳ-3> 본 조사의 전체 응답자 Fit 값 …………………

94

<표 Ⅳ-4> 72번 학생의 개별분석지도 ………………………

98

<표 Ⅳ-5> 65번 학생의 개별분석지도 ………………………

100

<표Ⅳ-6> 26번 학생의 개별분석지도 ………………………

102

<표Ⅳ-7> 20번 학생의 개별분석지도 ………………………

104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동기 이론 …

19

[그림 Ⅲ-1] 도덕적 정체성 사전검사 구인 지도 …………

43

[그림 Ⅲ-2] 사전검사 문항 Infit 제곱평균 적합도 지수 …

75

[그림 Ⅲ-3] 수정된 도덕적 정체성 구인 구성도 …………

79

[그림 Ⅳ-1] 본 조사의 문항 적합도 ………………………

91

[그림 Ⅳ-2] 본 조사의 SEM 그래프 ………………………

93

- ix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물음은 인간의 삶에 있
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철학적·윤리적 사유의 과정은 한 개
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의 일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고유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을 형성하게 되고, 이 정체성은 추후에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취하는 감정과 생각, 행동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도
덕적 자기이해와 삶의 방향성 및 실천 방법에 대한 통찰은 상호의
존적이며 이 요소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도덕성을
형성한다(정창우, 2015: 157).
도덕성의 형성과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은 인생의 특정한 지점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인생 전반에 걸쳐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모든 인간이 성공적으로 도덕성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삶과 자아에 대한 이해를 연결하
려는 시도는 발달이 시작되는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유일하게 공식적인 도덕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나’에 대한 도덕 철학적 물음과 이
들이 나아갈 올바른 실제적 방향 설정에 최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덕 심리학 분야에서는 피아제(J. Piaget)와 콜버
그(L. Kohlberg)의 인지적 접근에서부터 호프만(M. L. Hoffman)과 길
리건(C. Gilligan)의 정서 중심 접근, 레스트(J. Rest)의 4구성요소 모
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덕교육에 대
한 근거와 적절한 지도 방법론들이 제기되어 왔다. 도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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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 중 특정 요소를 강조하며 이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최
근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로서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 혹은 ‘도덕적 자아
(moral self)’의 개념이 대두되었다.1) 도덕적 정체성 담론은 도덕적
앎과 행동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 중 하나이다. 도덕적 정
체성

이론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아

일치

(self-consistency)의 경향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 정체성을 지녔다고
간주하며, 이러한 사람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은 자신을
도덕적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 입각
해 본다면,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 형성 여부 및 그 발달 단계를 측
정하는 것은 실제 도덕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블라지(Blasi, 1990)는 평균 나이 6, 12, 17의 세 집단 아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과 책무성(accountability)의 개인적 통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2) 블라지는 또한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 어
떤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와 적절한 감정 및 동기와 통합되
지 않아도 ‘잘못됨’을 알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1)

데이먼(W. Damon, 1999)은 도덕적 자아 혹은 도덕적 정체성이란 “자아를 정
의하기 위하여 도덕적 원칙 혹은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자
아 이해가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로 이행함에 따라 신체적 자아, 활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심리적 자아의 네 가지 다차원적 자아가 분리와 부조화로부터 통

2)

합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 프로젝트에서 블라지는 6세 아동이 개인적 의무감을 거의 지니지 않았으며
12세 아동 대부분은 잘 이해하며 객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고 믿었다. 또한 17세 집단에게 의무감은 개인 신념과 통합성에 대한 의미
에 묶여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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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이해와 연결된 감정을 경험
하지 않으며 그 도덕적 앎 자체가 필연적으로 옳은 행동을 이끌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블라지는 “필요한 것은 개인의 성격
안에서 도덕적 이해의 통합”이라고 결론지었다.
블라지는 도덕적 자아 모델의 핵심을 “도덕적 이해가 개인적 책
임 판단으로 이동하면, 도덕적 이해는 도덕적 행동을 더욱 확실하게
수반할 수 있다.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을 자신의 정체성 또는 자
아감에 통합시킨 결과이다. 자신의 이상과 일치하는 행동을 수반하
려는 심리적 욕구는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Blasi, 1993:
99)고 표현했다.
학생들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항으로 제작하여 그 학생의 도덕적 판단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옳음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 교사가 확인하고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현행 도덕교육 평가에 존재하는 어려움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러한 평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의 간
극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개념으로서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담
론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학교 교육에서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측
정 도구의 개발 및 활용은 학생들의 도덕 교육 지도 방법론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도덕과 교육의 평가에서도 유용하게 활
용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
한편, 자신에 대한 총체적이고 일관된 인식인 ‘정체성’은 매우
어린 시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급격한 신체적·정신
적 성숙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의 결정적 형성 과정을 겪는다.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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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E. H. Erikson, 1968)은 청소년기는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겪고 자아정체감을 성립하는 결정적 시기로 보았으며 마샤(J. E.
Marcia, 1966)는 자신의 정체감 확립에 큰 위기(crisis)를 겪고 개인의
노력을 실제 개입(commitment)했는가에 따라 정체감 지위가 결정된
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청소년기에 정체성과 도
덕성을 연결시키는 시도가 있느냐의 여부가 도덕적 인격을 지닌 사
람이 되는 것과 정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도덕
적 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디와 카를로(Hardy & Carlo,
2005)는 블라지 연구의 한계를 경험적 지지 근거의 미흡함이라고 지
적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다양한 학자들의 경험 연구적 노력을 통하
여 블라지 모델에 대한 명확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연구 결과와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도
덕적 정체성 형성 과정이나 발달 수준이 정확히 같을 거라 예상할
수는 없다. 정체성 연구의 최근 논의인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 개념과 도덕적 정체성 개념을 연관지어보았을 때 개인의
도덕적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그가 속한 문화적·종교적·상황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다. 국외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들은 서양의 문화적 맥락 하에서 제작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
의 경험적 연구 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
3)

하트와 페글리(Hart & Feglye, 1995)는 비범한 배려 행동을 보여준 평균 16세
청소년 도덕적 귀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들은 배려의 귀감이 되
는 청소년이 자아에 대한 자유로운 기술에서 비교 집단보다 도덕적 성격 특질
과 목표를 더 많이 기술하고, 자신의 과거 및 미래와 더욱 일관성을 갖고 있으
며, 자신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통합한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며, 자아 인식에
서 개인적 신념과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밝혀냈다.(추병완,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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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단계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하는 국내의 측정도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
도록 따로 개발된 것이 없으며 2012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도덕적 동기화 진단을 위한 도구를 개발할 시 일부 문항에
서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한 문항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
는 레스트(J. Rest)의 4구성요소 모델에 근거하여 도덕적 동기화 검
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어떠한 요인에
의해 도덕적 행동이 동기화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본 연
구의 취지인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 여부 및 발달 과정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핵심 논의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궁극적으로 도덕적 인간을 기르기 위한 이론적 설명
으로서 도덕적 정체성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한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에 도덕성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셋째, 서사적 정체성 개념에 의거하여 측정에 있어서는 개인
이 속한 맥락이 민감하게 적용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측정도구 개발 방법적인
측면에서 ‘ the BEAR Assessment System(BAS: Wilson, 2005;
Wilson & Sloane, 2000)의 4 구성요소( The Four Building Blocks) 방
법을 활용하였다. BAS에서는 구인 지도(Construct Map) 그리기, 문
항개발(Item Design), 반응 범주화 및 채점(Outcome Space), 측정 모
형(Measurement Model) 적용의 네 단계를 따른다. 4 구성요소는 체
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피험자들의 잠재적 특성(Latent trait)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개념과 정체성의 형성 과정의
규명을 위하여 국내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장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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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개발된 측정 도구의 타당화를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국내·
외의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통하여 연구 대상을 정체성 개념의 결
정적 형성 단계인 만 11∼12세, 즉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로 설
정하여 이들의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초등 5, 6학년 학생의 도덕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 학교 도덕 교육의 바람직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덕적 정체성 형성의 발달 과정에 있어 초등 고학년 학생
들의 도덕적 자기 이해가 추후 도덕적 정체성에 어떻게 통합되어
형성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개념과 정체
성의 형성 과정을 한국 학생들에게 적용한 경험적 연구라고 상정하
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만 11∼12세 아동의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형성
여부 및 발달 단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
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만 11∼12세 아동의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을 측
정하는 타당한 도구는 무엇인가?
셋째, 타당화된 도구를 통해 측정한 우리나라 만 11∼12세 아동의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의 발달 수준은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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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및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한 초석인 도덕적인 자기 자신, 즉
도덕적 자아에 대한 이해가 초기 청소년기인 만 11∼12세, 즉 초등
학교 5, 6학년에 있어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
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도덕적 정체성의 개념 및 기존의 측정도구에 관한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측정 도구 개발에 필요한 도덕적 정체성의 요
소들을 추출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문헌 연구 방법
을 택한 논의는 Ⅱ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먼저 심층적으로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개념에 대하여 분석한 뒤 기존에 개발된 도덕적 정
체성 측정 문항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개발할 측정도
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 Ⅱ장에서의 국외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선행
측정도구의 분석 및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측정도구를 선정·개발할 것이다. 학생들
이 내린 도덕적 판단을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동인으로
서 ‘도덕적 정체성’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 정도, 즉 잠재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
인 모델링 방식(construct modeling approach, Wilson, 2005)을 적용
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는 측정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퀴노와 리드(Aquino & Reed, 2002)
의 도덕적 정체성 측정도구와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 표준화 연
구(박병기 외, 2011)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번역·수정하였다. 번
역·수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측정도구 내 각각의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마다 하나의 맥락(context)을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딜레마 형식
으로 제작되었다. 다음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 진행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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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5학년 20명과 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진행한 뒤,
Construct m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금 문항의 적합도와 피험
자들의 응답에 따른 능력 수준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응답 결과
의 분석에 따른 해석과 도덕교육적 함의를 논할 것이다.
Ⅴ장에서 이상의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하위요소들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
구로서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의 의의에 대하여 밝힌 뒤 본 연구의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 발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
의 한계 및 의의와 추후 연구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 잠재적·정의적인 영역의 평가가 요
구되는 도덕교육평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다. 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 IRT)은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이론으로서, 피험자의 반응과 잠재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수리적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지은림 외, 2000: 11에서 재인용). 이러
한 문항반응이론은 피험자들의 잠재적 특성(latent traits)을 문항에
대한 반응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도덕적 정
체성의 형성 측정에 있어 라쉬 모델(Rasch model)을 적용하여 각 문
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만 11∼12
세 도덕 정체성의 측정 도구 개발은 높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제시
하는 평가 도구의 활용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도덕적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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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석한다면 앞으로의 학
교 도덕 교육에 있어 나아갈 방향과 지도 방법론을 연구 결과에 부
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에 도덕성과 정체성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규명하여 학교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셋째, 서구에서 개발된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개인사를 민감하게 적용한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그 경험들은 개인이 속한
문화와 국가, 지역 등에 의해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에서 개발된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국내 만 1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덕
적 정체성 측정은 도덕적 정체성 형성 과정과 그 하위 요소를 명확
하게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자
아와 통합되는 과정에 있는 만 11∼12세 아동의 도덕적 정체성 측
정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도덕적 상황에 대하여 어떤 행동이 도덕적
인지 판단하고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도덕적인 존재로 인식
하는 것과 도덕적 행동 간의 개연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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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개념의 학문적 배경

1) 자아 및 정체성

본 논문의 핵심 용어인 ‘도덕적 자아(moral self) 및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은 먼저 ‘자아(自我, self, ego)’와 ‘정
체성(正體性, identity)’에 대한 개념을 개괄한 뒤에 논의될 필요
가 있다. 도덕적 자아 및 도덕적 정체성 개념은 자아 및 정체성
개념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 두 가지 발달적 흐름은 개인의 발
달 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4)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내적인 특성을 학문적 대
상으로 삼는 철학·심리학·사회학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
다. 교육학에서의 자아는 인간이 자신의 동일성(同一性, identity)
또는 연속성(連續性, continuity)을 의식할 때 그러한 의식을 하는
주체이다.5) 철학에서의 자아는 인식에 있어서의 주관, 실천에 있
어서 전체를 통일하고 지속적으로 한 개체로 존속하며 자연이나
타인과 구별되는 개개인의 존재를 말한다.6) 사회학에서의 자아

4) 다음의 2항에서 후설하듯이 도덕적 자아·정체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형성된 자신의 자아·정체성의 중심부에 도덕성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일관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체로서의 자아·정체성이
도덕적 자아·정체성 개념에 대한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자아(自我,ego)”,<네이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1961&cid=
42126&categoryId=42126> (접속일:2019.10.20.).
6)“자아(ego,self,自我)”,<네이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563&
cid=41978&categoryId=41985> (접속일: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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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는 프로이트(S. Freud)의 이론에서 퍼스낼리티의 세 가지 요
소 중 하나로, 실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기능하는 부분을 말
하며 현실적으로 이드(id)의 요구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7)
현재까지 자아 및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발달 과정에 대한 여
러 학자들의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자아·정체성에 대한 다양
한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 공통적인 정의를 추출하고 본 연구에서
의 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Ⅱ-1>에서 자아·정
체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 자아와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
자아(self) 및 정체성(identity)
제임스
(W. James)
쿨리
(C. H. Cooley)
에릭슨
(E. H. Erikson)
프로이트
(S. Freud)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총합8)
사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이 다양
한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
동일성(sameness)과 연속성을 지닌 주관적 감
각, 정신적·도덕적인 태도이자 그 사람을 타
인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특성9)
늘 변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심신(心身)임에도
타인과 구별되는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자기
자신
‘나’혹은 ‘나를’의 특성을 구성하는 조

로저스

직적인 개념 형태로 정의하고 생의 여러 측

(C. Rogers)

면, 타인에 대한 ‘나’혹은 ‘나를’의 관계
에 대한 지각의 틀

7)“자아(ego)",<네이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1195&cid=42121
&categoryId=42121> (접속일: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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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에서 보듯 여러 학자들이 사용한 자아(self), 자신
(ego), 정체성(identity) 등의 개념들은 그 자체의 정의 및 관계에
대하여 정립된 이론이 없다. 또한 학자에 따라 각각 자아, 자신,
정체성의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자아와 정체성 모두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해 일관되고 고유 한 개체로서 인식하는
것이라 바라보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따라서 이후 논
의될 때 자아(self)와 정체성(identity)이라는 용어들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의미로 서술할 것이다.
자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은 인간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에릭슨(E. H. Erikson, 1968)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과
거의 노력과 현재의 문제점들, 그리고 미래의 기대 간의 일관성
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아 개념은
인간만이 지니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자아 정체감(ego identity)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경험
적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다. 에릭슨은 본능적으로
쾌감을 추구하는 이드(id)의 역할보다 ‘자아의 역할’을 중시하
여 모든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온전한 발달에 이르기까지 특정

8) 제임스(W. James)는 자아를 실행적 기능을 가진 ‘인식아(a knower)'와 자아를
알게 되는 ’대상(what is known)'인 객체의 입장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인식아’로서의 자아는 철학의 영역에서 다루어
져야 하고, ‘대상(객체)’으로서의 자아는 개인이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지각하
는 자아개념이라고 하였다(송인섭, 2013: 21). 제임스는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위
하여 타인 및 사회 환경과의 교류가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9) 에릭슨(E. H, Erikson)은 자아정체성의 형성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며 특히 청
소년기에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자아정체성을 “개인에
게 주어진 되돌릴 수 없는 사실들(신체적 특성이나 기질, 유아기의 경험 등)과
함께 앞으로 갖게 될 다양한 선택 영역들(직업적 가능성, 가치, 우정 및 대인 관
계, 성적인 경험 등)을 통합한 독특한 단일화”(Erickson, 1968)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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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자아 개념 모형은 다차원적일 뿐
만 아니라 특히 나이에 따라 그 위계를 달리한다(송인섭, 2000:
220에서 재인용).
경험 연구에 따르면 자기(self)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린 시기
부터 발달하며 3세가 넘은 유아들의 언어나 행동에서 더욱 명백
하게 드러난다. 루이스(M. Lewis, 1995)에 따르면 당황함이나 수
치심 등의 2차정서는 유아기 후반부터 아동에게서 발견되기 시작
함을 밝혔다. 이러한 2차정서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
야 가능한 것이다. 유아 및 아동들로부터 자기에 대한 개념의 유
무 및 발달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은 하터(S. Harter,
1999)의 연구로부터 찾을 수 있다. 3세 아동에게 자신에 대해 설
명해 보도록 하면 구체적인 신체 특징으로부터 사회 관계, 능력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자신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를 자아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임을 에릭슨(E. H.
Erickson, 1968)은 사회적 요구와 신체적 성숙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고 이에 따른 변화의 결과로서 역설하였다. 그러나 에릭슨
은 경험 연구보다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의 근간을 제공했다. 에릭슨의 이론을 경험 연구로 발
전시킨 제임스 마샤(James Marcia)는 네 가지 정체감 지위를 선
정하여 제시하였다. 마샤의 이론은 이후 적응 수준을 예측하는
데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마샤의 연구는 에릭슨 이론의 일부만을 이용하여 너무
임의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특히 사회경제적 변인, 역사적 문화
적 변인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80년대부터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의 하나이다(김근영, 2012: 91).
즉 자아정체성의 형성 자체는 ‘사회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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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샤의 연구가 역사적 맥락과 경제수준의 차
이, 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샤의 기법처럼
개인의 수행 정도를 연구자가 미리 지정한 특정 차원에 따라 할
당하는 방식보다는, 개인이 속한 맥락에 민감하도록 개인사에 맞
춰진 방식으로 정체성 발달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근영, 2012: 92).
마샤의 방식에 대한 비판에 따라 최근 심리학자들은 서사적
(narrative) 접근을 토대로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 연구
를 확장시키고 있다. 측정을 할 때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
영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생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인생사에서 주요한 사건들이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하다(Singer, 2004: 453)는 사실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에 국가, 지역, 성별, 종교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결정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위에서 살펴본 자아 및 정체성 개념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에서 정체성과 도덕성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없었으며 객관
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자아·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
다. 또한 자아 및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문화
적 맥락이 개입된 사건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도덕적 자아·정체성 이론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덕적인 앎과 도덕적 행동이 일
관성 있게 연결된 도덕적 인간을 기르는 데에 있다. 이는 도덕적
자아·정체성이 형성된 인간을 기르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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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덕 교육의 주체인 초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도덕적 자아·정체성을 구인으로 삼았
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발달 단계가
있다고 전제하며 도덕 발달(Moral Development)이 어떠한 과정
(progress)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도덕 발달에 관한 앤더스(S. Anders)와 도레트
(J. Doret)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10)
도덕 심리학에서 자아와 도덕성을 연결하기 위해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개념에

주목한

연구

결과들은

버코위츠(M.

W.

Berkowitz), 데이먼(W. Damon), 블라지(A. Blasi), 누치(L. Nucci)
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버코위츠(M. W. Berkowitz)는 도덕적 인간의 본성을 일곱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도덕적 행동, 도덕적 인격, 도
덕적 가치, 도덕적 추론,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체성, 메타 도덕
적 특성의 일곱 가지 차원이 상호 작용을 하며 통합적이고 유기
적으로 작동한 결과 도덕적 인간이 된다고 보았다(김재식, 2016:
160에서 재인용). 그에게 있어 도덕적 인격은 일종의 경향성이며
도덕적 가치를 내재한 도덕적 행동을 표출하는 기제이다. 버코위
츠는 도덕적 정서에 대해 부끄러움, 죄의식 같은 자기 비판적 정
서(self critic emotion)의 형태와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동정하
는 친사회적 정서(prosocial emotion)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았
다. 또한 ‘도덕적 정체성’은 스스로를 도덕적 존재로서 자아의
10) 앤더스(S. Anders)와 도레트(J. Doret)는 도덕적 진보(progress)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까지의 도덕 발달(development)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 진보는
일관성 있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경험과 경험적 연구 모두 도덕적 진보
는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일어남을 시사한다. 개인의 도덕적 진보는 도덕적 기능
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개발과 개인의 정체성 안에서 강력하게 통합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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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상정하고 자신이 믿는 자신의 모습을 일관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버코위츠는 도덕적 인간의 다차원적 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덕적 정체성 교육과 메타 도덕적 특성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의 각각 특성에 따른 도덕 교육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덕적
정체성 교육과 관련한 분야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며 청소
년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버코위츠의 연
구 결과는 도덕적 인간이 발달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전제조건
및 하위 요소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도덕적 행동이 나타나
도록 중재하는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과 그와 관련된 연구 성과의
한계를 언급함으로써 본 연구와 연관성을 지닌다.
데이먼(W. Damon)은 자아와 도덕성 간의 통합이 도덕 발달의
중요한 과제이며 도덕성과 자아가 분리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
는 아동기로부터 그 두 가지의 통합을 이루려는 청소년기로 나아
간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와 도덕성을 통합하여
도덕 발달의 종착점에 다다른 뒤에 자신의 자아를 정의할 때 도
덕적 원칙 혹은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곧 도덕적 자아(moral
self) 혹은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이라 설명했다.
데이먼은 <표 Ⅱ-2>과 같이 도덕성과 자아가 서로 분리된 채로
존재하다가 통합되는 과정을 4가지 자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아동기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는 신체적 자아(Physical self), 활동
적 자아(Active self)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판”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한 평판
에서 특히 도덕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정창우,
2004: 298). 다시 말해 청소년기의 자아 발달은 사회적 관계망을
감안하여 자신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
회적 자아(Social self) 측면이 부각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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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자아(Psychological self)는 철학적, 정치적, 도덕적 영역의 신
념체계 혹은 이데올로기를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중점적으로 내
재화시킨 차원을 말한다.11)
<표 Ⅱ-2> 데이먼(W. Damon, 1984)의 자아 발달 과정
(정창우(2004: 297-298)에서 재인용)
자아의
유형

신체적 자아
Physical
self

활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Active self

Social self
사회적

자아
이해의
주안점

신체적

특

징이나

개

인적

소유

물

성의 관점, 철학, 사회적 관
개인적인 능 즉

사회적 계 또는 사회적

력 및 타인 상호작용의 인성 특질에 관
특성이라는 한

과의 관계

키가 난

영리한 난

개방적

1 1 0 c m 야 . 소 년 이 야 . 성격을

표현의
예

신림동 난
살아. 현재

난 나는 다른
우리 사람이

부

난 예쁜 곰 학교 축구부 탁을 하면
인형을

가 에 속해 있 거절을

지고 있어.

11)

가

성적이 지고 있어.

현대아파트 우수해.
에

도덕적이고

맥 락 에 서 개인적인

나는

자기

Psychological

self
인 신념체계, 개인

자기 이해

난

심리적 자아

어.

해.

못

선택

들
나는

평화주의

자야. 나의 생활
신조는 다른 사
람에게

정신적

으로나

물질적

으로 피해를 주
지 않는 거야.

데이먼이 말한 신체적 자아, 활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심리적 자아 각각은
단순히 직선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다차원적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데이먼은 이러한 도덕성과 자아의 발달 과정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어느 특정 시점에 완료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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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먼의 자아와 도덕성이 아동기에 분리된 채로 존재하다가
청소년기에는 점진적으로 통합한다는 관점은 켈러와 에델스타인
(M. Keller & W. Edelstein, 199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들
은 도덕 판단과 도덕적 행동의 일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핵심 요
인이 인격체로서의 의식(sense as a person)이라고 보았으며 도덕
판단과 행위 간의 일치를 형성하는 도덕적 책임감이 중심 안내
요인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에 대한 규명과 연구는 도덕적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덕적 동기에 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
된다.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에 관한 연구의 특징적인 부분은 기
존의 개인의 도덕적 특성에 대하여 인지적, 정의적 측면으로 나
누어 이분법적으로 살펴보기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개인을
이해한다는 점이다. 블라지(A. Blasi)는 도덕성이 어떤 특별한 행
동이나 신념 체계의 단순 집합이 아닌, 개인 한 명의 인간적 자
질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블라지(A. Blasi, 1995)는 초기의 도덕적 자아 모델을 확장하여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을 도덕적 이해력, 의지력, 도덕적 욕구, 자
기 통합성으로 정립하였다. 도덕적 이해는 옳은 도덕적 판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뜻한다(박병기 외, 2011: 68). <그림 Ⅱ-1>에
서 확인하듯 블라지는 도덕적 자아 모델의 핵심을 “도덕적 이해
가 개인적 책임 판단으로 이동하면, 도덕적 이해는 도덕적 행동
을 더욱 확실하게 수반할 수 있다.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을 자
신의 정체성 또는 자아감에 통합시킨 결과이다. 자신의 이상과
일치하는 행동을 수반하려는 심리적 욕구는 도덕적 정체성으로부
터 나온다.”(Blasi, 1993: 99)고 표현했다.
블라지는 콜버그가 제시했던 인지적 입장에 서서, 도덕적 정체
성이 이타주의, 정직, 신뢰로부터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진정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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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이슈에 대한‘반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보인다.
블라지는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동기 이론을 통해 이것을 설명
하였다.

→

책임판단

→

→

→

이해 ↔ 정체성 →

→ 행동
→

→
→

동기화

→

<그림 Ⅱ-1>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동기 이론
(정창우, 2006: 259에서 재인용)

데이먼과 블라지의 연구는 도덕성과 자아의 통합을 강조하는
점에서 맥락을 함께 하나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 및 추론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블라지는 도덕적 추
론,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는 데 주목하였다(정창우, 2004: 257에서 재인용). 블라지는
경험적 연구12)를 통해 위와 같은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추론했다.
도덕적 추론이 도덕적 행동으로 이행되도록 동기화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됨을 밝혔던 블라
지의 연구 결과는 콜비와 데이먼(Colby & Damon, 1992, 1993)의

12) 블라지는 1980년 도덕성 발달 및 교육의 연구 목적이 도덕적 판단과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얼마나 설명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75개 연구 중 57개의
연구가 도덕적 판단과 행동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정창우,
2004: 306). 또한 그는 1989년 개인의 바람과 복종, 개인의 바람과 호혜성, 복종
과 이타성 등등이 전형적으로 갈등하는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각 아동을 면담
한 결과 나이 어린 아동들은 도덕적 이해를 함에 있어 적절한 동기와 감정을
연결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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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들은 23명의 도덕적 모범
(moral exemplar)적 특징을 지닌 23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일관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목표와 도
덕적 목표를 동시에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양자를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콜비와 데이먼 이후 하트와 페글리(Hart & Fegley, 1995)는 개
인의 자신에 대한 정의(personal definition)와 친사회적 행동
(prosocial behavior)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지
역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청소년들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
하여 연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비교 집단의 청
소년들은 현재의 자신, 과거의 자신, 미래에 되고 싶지 않은 모
습,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의 특성을 나열하도록 요구받았다. 그
결과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포
함시키는 비율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에서 2/3로 비교 집
단의 비율인 1/3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으로의 발현을 이끄는 주
요 동인이라는 주장과 그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 대해 누치(L.
Nucci, 2004)는 몇 가지 미해결 쟁점들을 지적한다. 첫째, 도덕적
자아·정체성 이론은 도덕적 행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적인
인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며 단순하고 기계
적 평가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원론적 평가는 복
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포함된 도덕적 문제 상황과 도덕적 판단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한다.
둘째, 도덕적 자아·정체성 이론에서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
기

위한

핵심

동기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기일관성

(self-consistency)은 도덕적 판단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행
동을 하는 주체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위한 결과로부터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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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수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상황을 그들다운 방식으
로 이해할 것이고, 자신의 판단과 일치시켜 행동으로 옮길 것이
며 그 결과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을 것이라는 윤리적 이기주의
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Nucci, 2004; 김국현 외, 2018: 158).
셋째, 도덕적 정체성의 구성이 도덕적 책임에 영향을 행사한다
고 가정되는 초기 청소년 시기와 아동의 도덕성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Nucci, 2004; 김국현 외, 2018:
159). 도덕적 자아·정체성 이론가들은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형
성되는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주목하였으며 도덕적 책임
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튜리엘과

데이비슨(Turiel

&

Davidson, 1986)은 프로이트, 피아제 등은 아동의 도덕 판단이 호
혜성(reciprocity) 개념으로 나타나는 6~8세경에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동기의 원인으로
서 언급될 수 있는 나이 이전이다(Nucci, 2004; 김국현 외, 2018:
159). 따라서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 이론은 그 심리적 발
달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지는 도덕적인 생각들을 비인지적 성격
특질들로 대체하려 시도하지 않았으며 행동을 위한 동기 제공에
개인의 정체성이 이성 및 진리와 연관되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Blasi, 1993: 99). 도덕적 정체성 이론이 도덕적 동기화와 실제적
으로 연관되며 그 발달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도덕적 행위 발달을 상
호 촉진하는 방식에 대한 미시발생학적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
다(Nucci, 2004; 김국현 외, 201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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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적 자아·정체성의 조작적 정의와 하위 구성
요소 설정
전술한 바와 같이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이
끄는 전초(前哨)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이상과 자아감을 일치시키
려는 심리적 욕구가 수반되어 도덕적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보았
다. 한편 데이먼은 자아 이해의 주안점에 따라 자아 발달의 단계
를 규명할 수 있음을 연구 결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블라지의 자아 모델을 중심으로 데이먼의 자아
발달 과정 연구를 핵심 이론으로 채택하였다. 블라지는 도덕적
인격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으며 도덕적 의지 혹은 도덕적
으로 선한 것에 대한 욕망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의지, 의지력
혹은 자아 통제를 위한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자기
통합성이라 규명했다(Blasi, 정창우 역, 2008: 178). 블라지와 데이
먼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내린 도덕적 자아·정
체성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음의 의미는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자신이 내린 도덕적 판단을 자아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올바른 도덕적 판단 및 그 도덕적 가치에 자기 자신의 성격과 특
질을 일치시키고 도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열망을 가지는 것
이다.
이러한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을 이루는 하위 요소는 다음의
네 가지로 가정하여 설정하였다. 도덕적 이해, 도덕적 자기 이해,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열망이 바로 그것이다. 도덕적 이해는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도덕성 내의 추론의 역할을 중시했던 블라지 관점
을 반영한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구인 요소로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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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상정하고 측정한다면 학생들의 옳은 도덕적 판단이 도덕
적 행동에 이르는지에 대한 경험적 반증이 가능할 것이다.
도덕적 자기 이해는 데이먼의 자아 발달 단계와 직결되는 것이
다.13) 자아를 설명함에 있어 중점을 두는 양상에 따라 도덕적 자
기 이해의 정도는 달라진다. 예컨대 도덕적 자기 이해의 정도는
신체적·활동적 자아상(自我像)을 지니는 하위 수준으로부터 사
회적 자아상, 심리적 자아상으로 나아가는 위계적 발달 과정을
지니는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도덕적 열망은 도덕적 가치를 따르고자하며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한다. 블라지는 베일리(C. Bailey)를 인용하면서,
콜버그의 동기화에 대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추론
(도덕 판단)에 대한 정서적 헌신과 같은 앎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이정렬, 2019: 36). 즉, 자신의 도덕적 관점을 소
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따르려는 헌신과 책임감이 도덕적 행동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덕적 정체성
이 형성되기 위한 하위 구인으로서 도덕적 열망을 상정하였다.
도덕적 자기 일치는 도덕적 가치와 자기 자신의 성격 특질을
동일시하며 정체성의 중심부에 도덕적 가치를 두는 것을 뜻한다.
도덕성과 자아가 통합되어있는 상태로서 도덕적 자기 일치는 아
동기 중기 이후에 이루어진다.14) Ⅱ장 2절에서 살펴볼 아퀴노와
13) Ⅱ장 1절에서 언급하 바와 같이 데이먼(W. Damon)은 자아와 도덕성이 분리된
개념으로 존재하다가 통합되는 과정을 4 가지 자아로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사회적 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아개념과 연결시키며 도덕성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규제자라는 면에서 도덕적 측면과 자아와 연결을 의
미한다(정창우, 2004: 299). ‘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도덕적 자아 발달의 과정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14) 파워와 크멜코브(C. Power & V. T. Khmelkov, 1998)는 아동기 중기 이후 시기
가 도덕성이 자아 체계 속으로 통합되는 특히 중요한 시기임을 밝혔다.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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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Aquino & Reed, 2002)는 도덕적 정체성 척도를 개발함에 있
어 중심성 또는 자기 중요성(self-importance)의 개념을 활용하였
다. 이들은 도덕적 정체성의 두 가지 차원을 내면화와 상징화로
가정하였으며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과 옳은 행위의 핵심 기제가
된다고 보았다. 내면화는 도덕적 가치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 중
요하다고 느끼는 개인적 차원의 설명을 뜻하며 상징화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
면화 차원의 자기 인식 개념을 차용하여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구인으로 가정하였다.
<표 Ⅱ-3>에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네 가지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 각각을 정리하고 예시를 제시하였다.

의 아동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Ideal Self)와 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람(Dreaded Self)과 현재 자신(Real Self)에 대한 평가를 연결하기 시작
한다는 것이다(정창우, 2004: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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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
하위 요소

정의 및 문항 예시

도덕적

∙ 도덕 상황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이해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
∙ 자기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 도덕적 가치를

도덕적
자기 이해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열망

적용하는 것
예) 나에게 있어 ‘책임감 있는 행동’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 자기 자신을 도덕적 이상과 동일시하는 것
예) 나 자신은 성실한 사람이므로 유혹을 이기
고 1인 1역을 매일 한다.
∙ 도덕적으로 행위 하고자 열망하며 그것을 소
중히 여기는 것
예) 성실한 태도를 지닌 친구를 보면 자랑스럽
고 나도 성실하게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4) 개정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도덕과의 핵심 가치
현대 사회에 만연한 윤리적 부재의식으로 인한 각종 병리 현상
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제도 마련의
계기로

이어졌다.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4호)이

시행

(2015.7.21.)됨에 따라 도덕과 교육과정이‘실질적 인성의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기대는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주요
한 쟁점이었다(이재호, 2015: 175에서 재인용). 도덕과 교육의 사
회적 책무성에 따른 실제적 교육 처방 요구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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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2015년에는 전 초등학교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박영주, 2014: 229에서 재인용).
인성교육을 통해 함양해야하는 인성은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및 ‘타인·
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
량’을 모두 포함한다(정창우, 2015: 73). 인성교육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도덕과에서 설정하고 있는 네 개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이철주, 2017: 213). 즉, 전자에 해당되는 핵심 가치가 성실
이며, 후자에 해당되는 것들이 배려, 정의, 책임이다(이철주,
2017: 213).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도덕과의 위상을 공고히 하
기 위하여 우리나라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는 성실·배려·정의·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
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
는 실천적 성격의 교과라고 서술하고 있다(교육부, 2015b: 3-4).
또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21세기 한국
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이자 핵심 가치로 ‘성
실’,’배려’,’정의’,’책임’으로 설정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
정 상에서는 성실, 책임, 배려, 정의 네 가지 핵심 가치들은 절대
적이고 한정적으로 도덕과 교육과정의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도덕
과의 인성교육 실현을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지향
점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
네 가지를 문항 개발 단계에서 활용하여 현재 교육과정 테두리
내에 있는 학생들의 핵심 가치 내면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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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도덕의 내용체계에서 ‘성실’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 없이 정성을 다하고 인내하며, 스
스로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15: 6). 다음으로 ‘배려’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봉사와 협동을 실천하
는 것이다. ‘정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통일관과 인류애를 지니는 것을 뜻한
다. 마지막으로 ‘책임’은 인간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
해 인간의 생명과 자연, 참된 아름다움과 도덕적 삶을 사랑하고,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다만 ‘책임’의 경우 ‘자연·초월과의 관계’영역에서의 책
임으로서 생명 존중, 자연애, 자아 존중, 윤리적 성찰 등을 내용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보다
블라지가 중요시했던 ‘책임’의 의미로 다시금 해석하여 적용하
였다.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 해야 할 임무, 마땅히 해야 할
일’ 또는 ‘행위의 결과에서 생기는 손실이나 제재(制裁)를 받
는 일’이다. 도덕 교육에서 책임은 단순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개인적인 손해를 보는 차원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과 대비되더라도 그 행동을 하는 자세
를 뜻한다. 블라지가 말했던 책임 역시 도덕성에 대한 자기일치
를 통해 개인적 책임감을 형성하고 동시에 도덕적 행동으로 이행
하려는 동기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
과 대비되더라도 따라야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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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개발의 이론적 배경

1) 라쉬 모형(Rasch model)
교육·심리 분야에서 필요한 측정(measurement)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내재적 특성(latent traits)을 알고 싶을 때
필요하다. 그러나 피험자들의 내재된 능력을 검사할 때 여러 가
지 다른 변수들에 의해 본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피험자가 실수를 했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우연히 찍은 문항들이 모두 정답인 경우 등이 피험자의 측정 결
과를 부정확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변수들이 피험자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관찰된 점수
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문항에 답한 피험자들의 반응으로
부터 그들의 실제 능력을 추정해내는 것이 더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다(지은림 외, 2000: 8).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할 때 측정 결과로서 원점수는 정답을 한
개수를 의미한다. 원점수는 난이도가 쉽고 어려움의 정도와 피험
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원점수의 비객관성을
해결하기 위한 측정이론이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
IRT)이며 라쉬 모형(Rasch model) 역시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다.
덴마크 수학자인 라쉬(G. Rasch)는 1953년 독해력 검사 자료 분
석을 통해

원점수에 근거하여 피험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표본과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추
정을 가능하게 한다(지은림 외, 2000: 13에서 재인용).
라쉬 모형(G. Rasch, 1960)은 문항의 난이도만을 문항 모수로
포함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형태를 띠며 피험자 능력을 추정
하는 데에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한다. 즉,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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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이도와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 차이에 의하여 피험자가 정답
을 고를 확률을 구한 뒤 그 확률을 로짓 점수로 변환한다.
문항반응이론 및 라쉬 모형은 피험자의 잠재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문항 모수치(item parameters)의 집단불
변성(the group invariance), 즉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모
수15)가 피험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같은 문항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문항반응이
론은 복잡한 수리적 계산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심리학
계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용적인 컴퓨터 계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한계점이 개선되었다.

2) 윌슨(Willson, M.)의 4 구성요소 접근(The Four
Building Blocks Approach)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의 설계를 위하여 버클리 평가 및 측정
조사 센터(Berkeley Evaluation and Assessment Research Center)
에서 윌슨(M. Wilson, 2004)에 의해 개발된 4 구성요소 접근(The
Four Building Blocks Approach)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4 구성요소 접근은 먼저 구인 특화(Specifying Construct Map),
문항 개발(The Item Design), 반응 범주화(The Outcome Space),
측정 모델(The Measurement Model) 적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
의 단계는 순환적이고 반성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측정도구가 계
획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모든 단계들
은 수정 및 재적용이 가능하다.

15) 추측도 모수(guessing parameter)는 문항추측도(item guessing)와 같은 의미의 용
어로, 한 검사 문항에 대하여 정답을 모르는 응답자가 그 문항에 우연으로나 추
측으로 인해 정확한 답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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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특화 단계에서는 측정도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구
인(構因Construct)'을 정의하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인 지도
(Construct map)를 제작한다. 구인이란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양상
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를 가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말한다(성태
제, 2009: 302). 구인 지도는 구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논리정연하
고 실질적으로 표현하며, 구인 내에 존재하는 정도(degree)의 계
속성(continum)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이혜경, 2018: 694).
문항 개발 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구인 지도에 의거하여 피험자
들의 능력에 맞도록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한다. 문항의 유
형은 고정 반응형(fixed response)과 자유 응답형(open-ended
response)으로 나뉜다. 문항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유응답형
인 인터뷰, 에세이, 수행평가(performance)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인 구성도와 문항 개발 초기 단계는 구
인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이끌어 내고 다시금 문항이 구인이 구
성되도록 하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항 개발 단계에서는 문항전문가(Item Panel)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문항에 대한 잠재적 응답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분
야 전문가, 측정도구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 범주화(Outcome Spaces) 단계에서는 피험자가 개발된 문
항에 대해 응답한 반응들을 범주에 따라 분류되고 세분화한다.
이렇게 분류 및 세분화된 반응들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게 된
다. 응답의 범주화는 학생들이 응답한 다양한 결과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적 고민과 직계되
어야 한다.
측정 모델 적용 단계에서는 검사를 통해 얻은 응답자의 반응을
점수화하여 구인 지도와의 연관성을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따

- 30 -

져본다. 본 단계에서는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서
확장된 부분점수 모형(Partial Credit Model, Masters, 1982)을 적
용한다. 확장된 부분점수 모형은 피험자들로부터 얻은 응답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능력 수준이 구인 지도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결정하는 적합한 측정모델이다. 이 모형은 피험자가 0과 1의 이
분반응 외에 다양한 반응을 점수화하는 다분 문항(polytomous
item)에도 적용 가능하다.

3) 도덕적 자아·정체성의 측정도구 분석
도덕적 판단력이 도덕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블
라지의 이론을 토대로 본다면 기존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판단력 검사에는 콜버그가 개발한
MJI(Moral Judgement Interview)와 레스트의 DIT(Defining Issues
Test), 레스트(J. R. Rest)의 DIT를 한국 실정에 맞게 문용린(1986)
이 표준화한 KDIT등이 있다.
레스트의 검사지인 DIT는 6개의 딜레마로 이루어져있는 반면
KDIT는 3개의 딜레마 이야기와 각 이야기에 따른 질문들로 간략
하게 구성되어 있다. KDIT 검사지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국어
독해 능력을 갖추어야 실시될 수 있으며 20~30분 이내로 검사를
끝마칠 수 있다. 피험자들의 응답은 ‘도덕 딜레마에 대해 결정
을 내리는 데 있어서 원리적 수준의 도덕성을 고려하는 것에 상
대적 중요성을 둔 정도’에 따라 해석된다(문용린, 1994: 74).
딜레마는 도덕적 판단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
으며 도덕적 문제를 제시하고 피험자들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딜레마를 이용한 평가 방식은
문제 상황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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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문제에 대한 피험자의 현실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
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피험자에 대한 심화된 응답 자료(data)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리 검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자기보고
식 검사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하여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피험자의 응답이 진실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16)
아퀴노와 리드(K. Aquino & A. Reed)는 도덕적 정체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대표적 학자들이다. 이들은 도덕적 정체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도덕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련의 특
질들을 밝혀냈다.17) 이들은 2002년에 도덕적 특질의 연합이 자신
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내면화 측면과 공적으로 얼마나 표
현하는지를 묻는 상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덕적 정체성의 중
요도를 측정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의 내면화와 상징화는 자기 보
고적 봉사활동 참여의 유의미한 요인이다. 상징화는 내적 만족도
와 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주며, 내면화의 정도는 ‘적극적 기
부’ 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K. Aquino & A. Reed,
2002: 1438).
아퀴노와 리드의 도덕적 정체성 문항 중 ‘상징화’는 자기 자
신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 옷, 책, 언어적 표현(의사소통 시 자
신의 특징을 이야기함)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
퀴노와 리드의 연구는 졸업 이전의 대학생 363명을 대상으로 측
16) 브라운과 셸마딘(F. J. Brown & Marguerite Shelmadine, 1928)의 연구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옳은 행동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관찰 실험에서는 그 지식이 옳은 행동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밝혔
다.(이기연, 2016: 96)
17) 아퀴노와 리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종의 376명을 대상으로 도덕적
성격을 19가지로 추렸으며 이것들을 다시 사회적 특질이 아닌 도덕적 특질로서
정의할 수 있는 것들 9개로 결론지었다 : caring, compassionate, fair, friendly,
generous, helpful, hardworking, honest, and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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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를 개발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자신의 성격을 사물에 투영
시키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상징화는 대상자가 자아정체성 형
성의 완성기, 즉 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이
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문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퀴노와 리드의 도덕적 정체성 문항을 우리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 도구로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는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쉬운 어휘 및 문맥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표 Ⅱ-4> 아퀴노 & 리드의 도덕적 정체성 문항 주요인 분석
다음은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몇 가지 특징들입니다.

배려하는(caring),
(friendly),

동정하는(compassionate),

너그러운(generous),

도움을

공정한(fair),

주는(helpful),

친절한
부지런한

(hardworking), 정직한(honest), 다정한(kind)
위 특징들을 가진 사람의 예를 한 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상상해보
세요.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른 뒤, 아래 질문들에 대답해 보세요.
문항
1.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
이다.
2.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일은 나의
정체성에 중요하다.
3. 나의 감정적 안녕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4. 이러 특징을 갖는 사람이 되는 일은 부끄럽
다.(역문항)
5.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일은 중요치 않다.(역
문항)
6. 이런 특징을 갖는 일은 나의 정체감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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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화

내면화

.00

.62

.22

.70

.04

.21

.25

.59

.08

.71

.40

.61

하다.
7. 나는 이러한 특징을 갖기를 열렬히 바란다.
8. 내가 위와 같은 특징을 가졌다는 사실을 전하
는 물건을 산다.
9. 나는 종종 이런 특징을 지닌 것을 표현해주
는 옷을 입는다.
10. 내가 읽는 책과 잡지를 통해 내가 이런 특징을
가짐을 확인하게 된다.
11.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여가시간에 한다.
12. 내가 이런 특징을 지녔다는 사실을 내가 속한
공동체 일원들에게 이야기한다.
13. 나는 능동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는 점
을 소통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

.32

.66

.66

.02

.67

.06

.60

.26

.63

.09

.72

.16

.69

.22

*각 문항 별 5점 척도(혹은 7점)로 평정

한편 <표 Ⅱ-4>의 아퀴노와 리드의 도덕적 정체성 문항에서
‘내면화’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성품(배려, 동정, 공정,
친절 등)을 지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와 그 성품들을
지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측정한다. 이러한 내면화의 정도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검사 문항에 포함되어도 응답
하기에 적절한 수준일 것이므로 본 연구의 문항개발 단계에서 활
용하였다.
그러나 아퀴노와 리드의 정체성 측정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격 특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정
체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
러나 평정 척도(Likert scale)을 이용하며 직접적으로 구인에 대하
여 질문하는 문항 형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왜
냐하면 첫째,‘정체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본 연구의 대상(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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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 6학년)이 이해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18) 둘째, 문항의 설계는 구인(도덕적 정체성)이 실제 삶
의 상황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M. Wilson, 2004). 측
정도구는 잠재적 특성(Latent traits)을 최대한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난 피험자의 행동 및 생각을 이론으로 존
재하는 구인(Construct)과 긴밀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 딜레마 상황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며 어떠한 행동을 택할 것인지를 묻는 문
항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형태를 딜레마 상황을 제
시한 뒤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고르도록 구성했다. 선택지들은 초기 문항 개발 단계에서 학생들
의 자유응답과 연구자의 연쇄 질문을 통하여 이끌어낸 반응으로
구성하였다.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 정도를 확인하는 측정도구 중 하디(S. A.
Hardy, et al., 2008)의 ‘도덕적 가치 내면화 설문지' 문항과 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5>과 같다.

블라지 역시 도

덕적 가치가 자신의 감각으로 내재화된 정도가 도덕적 발달과 기
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도덕적 가치가 개인
감각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 그 가치는 도덕적 행동을 할 가능
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하디의 도덕적 가치 내면화 설문지는 여
러 개의 선택지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고르는 형태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응답 결과에 따라 피험자의 도덕적 가치
내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Ⅱ-5>에서 제시된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네 가지 이
18) 본 연구의 사전 검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30명 중 20명
이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체성에 있어
아퀴노와 리드의 문항에서 사용된 인격적 특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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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들은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 수준을 위계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하디의 측정 방식은 어떤 개인이 표출하는 행동의 동기화한 원인
이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external values regulation)에 의한 것인
지 타인의 평판을 고려(introjected values regulation)에 의한 것인
지,

도덕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identified

values

regulation)하기 때문인지 도덕적 가치를 자아의 핵심으로 여기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integrated values regulation)를 위
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19) 응답자가 어떤 응
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덕적 가치 내면화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므로 순위선다형(ranked multiple-choice item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피험자가 정답 혹은 오답을 선
택했는지에 따라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응답에 따
라 해당 학생의 잠재적 특성 수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한다.
하디의 측정 방식은 본 연구의 문항 구성 방식 설계(딜레마 상
황의 제시와 순위선다형 응답 채택)와 유사하다. 다만 하디의 설
문지는 한 문항 당 하나의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하나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심화된 이해
및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하여 딜레마 상황의 자세한 기술
과 그에 따른 네 개의 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에서 4 ~ 5개의 순
위선다형 선택지 형태로 구성하였다.

19) 하디의 위계성이 존재하는 피험자의 반응 네 가지를 본 연구의 구인특화 단계
와 문항 개발 단계 및 반응 범주화 및 채점 단계에서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 36 -

<표 Ⅱ-5> 하디 외의 도덕적 가치 내면화 설문지
문항
1. 만약 당신이 학교 시험을 보던 중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

다면, 그 결심을 하는 데 아래 이유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영향
을 주었나요?
① 만약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최하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② 나는 선생님이 나를 부정행위자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③ 부정행위는 정직하지 못하다.
④ 나는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2.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진실을 말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하는 데 아래 이유들이 얼마나 중요
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① 나는 거짓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② 나는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걸 원치 않는다.
③ 나는 진실을 말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면, 그 결심을 하는

데 아래 이유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줍니까?
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도 잘해주기를 바란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③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④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4.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놀리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심을 하는 데 아래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①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 다른 사람들도 나를 놀릴 수도 있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심술궂은 사람으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
③ 나는 다른 사람들을 놀리는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심술궂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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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당신이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않기로 결

심했다면, 그 결심을 하는 데 아래 이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① 만약 걸릴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②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
③ 도둑질은 부당한 것이다.
④ 나는 나 자신을 부당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6.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하는데 아래 이유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나요?
① 그렇게 해야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③ 돈을 갚는 것이 공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④ 나 자신을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각 문항 별로 5점 척도로 평정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 표
준화 연구’의 도덕적 동기화를 진단 검사에 일부 포함되어 있
다. 이 검사 도구는 사례 세 가지의 각각에 3 대항목과 6 소항목
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 모델에 근거하여 개
발되었다. 블라지의 이론을 분석하여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동
기를 야기하는 근원으로서 대항목으로 도덕적 중심성과 도덕적
통합성을 설정하였다. 도덕적 중심성의 하위 항목으로는 도덕적
자기 중요성과 도덕적 감정을, 도덕적 통합성의 하위 항목으로는
도덕적 자기 일치와 도덕적 욕구를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는 도덕적 정체성에는

네 가지 하위 요

소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Ⅱ-6>과 같은 딜레마 상황의
제시는 학생들의 도덕적 이해 및 자기일치, 자기이해, 도덕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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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같은 잠재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이다.

<표 Ⅱ-6> 도덕적 동기화 검사 도구 문항 사례 중 도덕적
정체성 부분(박병기 외, 2011: 76)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ㅇ낳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번
검사 항목
물음
호
도덕
적
중심
성
도덕
적
통합
성

도덕적
자기
중요성

1

도덕적
감정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2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욕구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4

나는 상재처럼
대우하고 싶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퀴노 & 리드의 연구 및 하디와
그 동료들의 연구 사례들은 도덕적 가치의 상징화, 내면화 정도
가 봉사활동, 기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혔다. 이는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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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를 자아 정체성의 중심부에 위치시킬수록 도덕적 행동으
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블라지의 이론을 역설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정체성의 경험적 연구 자체
가 성인의 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종적 연구를 통하여 실행되지 않음에 따라 도덕적 정체성
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아직 미제로 남아있다(Lapsley,
2008: 43에서 재인용). 또한 도덕적 정체성의 경험 연구 사례들은
외국의 경우에 국한되며 국내에서는 도덕적 정체성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거나 변용되고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개인의 도덕 발달이 어떠한 과정과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규
명하고 그에 따른 도덕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개인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시행하는 문화적·
역사적·지역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
하는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
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적 맥락을 측정 도구에 담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휘 사
용과 도덕적 문제 상황의 채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 장
에서는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 하위 구
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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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 검사 실시 및 결과

1. 측정 도구 초안 개발
1) 대상 및 구인의 정의(Construct Map)
본 연구자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
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정체성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
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인 초등학
교 고학년 시기에 도덕적 이슈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자기 일치 정
도, 도덕적 열망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그 이후 청소년기의 도덕적 정체성이 어떠한 단계로 발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초
등학교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딜레마 스토리를 통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의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항목으로는 도덕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 내리는 것(도덕적 이해)과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에 도덕적 가치를 개입시키는지 여부(도덕적 자기 이
해), 도덕적 가치와 자신의 모습을 일치시키려 하는 것(도덕적 자
기 일치), 도덕적 가치를 따르려는 열망(도덕적 열망)을 설정하였
다.

2) 구인 특화 단계(Specifying Construct)
구인 특화 단계에서는 도덕적 정체성의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누
어 가설적으로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 가설적인 단계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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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의 이론과 위에서 검토한 아퀴노와 리드, 하디의 연구 결과
및 국내의 도덕적 정체성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하위
항목으로 설정한 네 가지 요소, 즉 도덕적 이해, 도덕적 자기 이
해,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열망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수준
4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판단을 옳게 내리며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도 높으나 도덕적 자기 일치는 때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적
열망이 높은 경우 수준 3, 도덕적 판단은 옳으나 자기 자신에 대
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도덕적 자기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적 열망도 낮은 경우 수준 2,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
지 못한 경우 수준 1로 설정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의 구인 구성
도(construct map)를 제시하면 다음 장의 [그림 Ⅲ-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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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정체성
수준 높음
Responses to Items

Respondents
(수준4)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내리며
그 가치와 자신을 일치시키려 함. 평소 자신
의 성격과 그 가치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열망이 높음.
(수준3)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내리나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 그 가
치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나 그 가치를 따르
려는 열망이 높음.
(수준2)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판단이 무엇인
지 알고 있으나 자신의 성격과 일치시키지
않으며 그 가치를 따르려는 열망이 높지 않
음.
(수준1)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며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신과 일치시키지 못하고 따르려는 열망이
낮음.

도덕적 정체성
수준 낮음
[그림 Ⅲ-1] 도덕적 정체성 구인 지도(construct map)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수준(수준 1)부터 높은 수준(수준 4)로
발달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그림 Ⅲ-1]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구인 특화 단계에서 설정한 구인 지도는 확정적인 것이 아
니라 파일럿 연구의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재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대로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 발달이 수준
1에서 수준 4로 이행된다면, 검사를 시행한 학생이 위의 구인 구
성도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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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 개인이 평가 문항에 대해 대
답하기 어려워한 정도(difficulty)에 따라 그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
성이 형성된 정도가 위계적으로 배열됨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3) 문항 개발 단계(The Item Design)
우리나라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이자 핵심 가치로‘성실’,’배
려’,’정의’,’책임’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도덕
적 정체성을 측정하는 도구 역시 이에 일치하도록 개발하려 노력
하였다.
도덕적 정체성 측정 문항에서의 성실성은 교사나 부모, 외적
환경에 의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것
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유지해나가기 위하
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한정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혹적인 요소(친구, 귀찮음 등)을 이겨내고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자세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실과
유혹 요소가 충돌하는 딜레마 스토리를 제시하였다.
책임은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자아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설명된다. 블라지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아감(sense of self)과 도덕성을 통합한 결과이다(정창우, 2004:
295). 즉,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인지)가 자신의 정체성과 결합되
어 하나가 된 후 자신만의 고유한 성향, 성격에 따라 일관된 행
동을 취해야 할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책임’과 관련된 문항은 학생으로서, 그룹의 리더로서 공
동체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책임감에 대한 딜레마스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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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책임의식에 대한 도덕적 이해력과 도
덕적 자기 이해,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열망을 측정하고자 구
성하였다.
배려는 상대방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
하는 것이다. 배려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
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검사 도구에서는 체력장이 끝나 몸이 매우 피로한 상태임에도
타인을 배려하여 대중교통 좌석을 양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딜레
마 스토리로 적용하였다.
정의는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사
에서 정의는 분배의 문제와 연결되어왔으나 2015 개정 도덕과 교
육과정에서는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토대로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정 내용체계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의 하위
요소들을 인권 존중, 다양성 수용, 인류애의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의 문항은 교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 스토리를 구상하였으며 ‘공정성’에 초점을 두
어 제시하였다. 친한 친구의 절도 행위를 보고 인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문항 유형은 문항 내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하
나를 고르는 문항 형태인 선택형 문항(selection type item)으로
제작하였다. 메렌과 레만(Mehrens & Lehmann, 1975)은 선택형
문항을 진위형(true-false form), 선다형(multiple choice form), 연
결형(matching form)으로 세분화 하였다. 선다형 문항은 매우 쉬
운 문항에서부터 어려운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문항의 난이도는 여러 개의 답지(alternative, choice, option)중에
정답이 아닌 틀린 답지(distractor, foil)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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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항난이도가 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성태제, 2009: 171
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도덕적 판단을 선택하도록 한 뒤 그
에 해당하는 이유를 세분화하여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내린 도
덕 판단의 심층적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응답이 상치하
는 경우(서로 대조되는 수준의 응답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학
생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응답의 진의를 확인코자 하였다.
동시에 선-상세화(pre-specification)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문항에서 선택형 보기로 활용하였다.
문항 세트의 2번에서는 제시된 딜레마 상황에서 조건을 한 가
지 더 제시하여 학생들이 변화된 이야기 속에서도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3번 문항에서는 도덕

적 가치를 내면화 시켜 행동하는 친구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선택하도록 했다.
위 일련의 단계들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측정도구에 대하여
지식이 많은 사람과 도덕 교사로 이루어진 5명의 전문가 그룹
(Item Panel)이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이 그룹에 의하여 연구자
가 고안한 도덕적 정체성 구인 지도와 초안 문항의 수정이 여러
차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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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성실 사전검사 문항 세트
A. 성실 - <1인 1역>
준이는 1인 1역으로 '창틀닦이' 역할을 맡았다. 담임선생
님은 꼭 점심을 먹은 이후에만 1인

1역을 하라고 말씀

하셨다. 걸레를 빨아서 교실 전체 창틀을 닦고 다시 깨끗
하게 빤 뒤 꼭 짜서 걸레를 널어놓는 데에는 시간이 10분
이상 걸린다. 점심시간 40분 남짓 동안 밥 먹고 1인 1역까
지 끝내면 10분밖에 남지 않는다. 1주일동안 묵묵히 자신
의 역할을 하던 준이는 담임선생님께서 1인 1역을 한 번
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준이의
친구가 어차피 검사도 안 하니까 점심시간에 빨리 밥을
먹고 바로 놀자고 제안했다. 준이 점심을 먹으며 역할을
해야 할지 친구와 놀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A1. 내가 준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① 친구와 논다.
② 1인 1역을 한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A1-1. 위 질문에서 ‘① 친구와 논다.’를 선택한 경우, 이
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주세요.
① 1인 1역을 하는 것이 옳지만 내가 아는 나 자신은
친구의 유혹을 못 이기는 편이기 때문이다.
② 마음이 불편하지만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
이다.
③ 오늘 놀지 않으면 친구들이 앞으로 안 끼워줄 것이
기 때문이다.
④ 친구와의 우정이 1인 1역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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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위 질문에서 ‘② 1인 1역을 한다.’를 선택한 경우,
선택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주세요.
① 만일 오늘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면, 혼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② 선생님에게 내가 불성실한 아이로 보이는 것이 싫
기 때문이다.
③ 1인 1역은 학급에서 각자에게 모두 주어진 역할이
고 안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④ 나는 나 자신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⑤ 당장 놀지 못해서 짜증이 나겠지만, 그래도 1인 1
역을 하고 나면 마음은 편할 것이다.

A2. 준이가 이 날 1인 1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열심히
했지만 선생님께서 그 날도, 그 다음날도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한 번쯤은 1인 1역을 안하고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
② 그래도 열심히 1인 1역을 한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A3. 만일 준이가 다음날도 놀지 않고 1인 1역을 하러 간다
면, 친구로서 나는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까요?
① 준이가 재미없고 답답한 친구라는 생각이 든다.
② 준이가 친구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③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별 느낌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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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④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지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표 Ⅲ-1>의 ‘성실’ 딜레마 상황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딜레마
상황을 읽은 뒤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4가지 내지 5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각각의 선택지들은 응답자
가 옳은 도덕적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외재적 규율이나 평판을
고려한 응답인 경우 자기 일치 및 자기 이해 요소에서 낮은 점수
(1점 또는 0점)를 받도록 구성되었다. 선택지의 위치는 응답자들
이 높은 수준의 선택지를 짐작하여 고를 수 없도록 뒤섞어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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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책임 사전검사 문항 세트
B. 책임 - <모둠 과제>
제빈이는 평소 반 학생들과 두루 잘 지내는 편이다. 하
지만 유독 한 친구와는 자꾸 의견이 부딪히고 지내기
가 껄끄럽다. 그런데 2학기가

되고 우연히 그 친구와

같은 모둠으로 앉게 되었다. 사회 수업 중 담임 선생님
께서 모둠별 UCC 제작 과제를 내 주셨고 모둠을 바꿀
수는 없으며 모둠원들과 함께 촬영, 편집을 해야 한다.
평소 동영상 만드는 것에 관심 있어 실력을 뽐내리라
마음먹었던 제빈이였기에 열심히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첫 번째 모둠 회의를 하는데, 제빈이가 모둠장
으로 뽑혔다. 제빈이는 주도적으로 각 모둠원의 역할을
나누고 확인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신은 하고 싶은 역
할이 없으며 학원에 가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제
빈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B1. 만약 내가 제빈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① 어떻게든 함께 과제를 한다.
② 과제를 대강 하고 모둠 점수를 포기한다.
③ 잘 모르겠다. (이유:

)

④ 기타(

)

B1-1. 위 질문에서 ‘① 어떻게든 함께 과제를 한다.’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① 모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선생님께 혼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② 그 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모둠의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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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③ 과제는 항상 해야 하는 일이고 모둠도 이미 정해진 것
이기 때문이다.
④ 나 스스로가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
기 때문이다.
⑤ 평소 나는 친구와 선생님의 신뢰를 받는 편이고 열
심히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나와 어울리기 때문이다.
B1-2. 위 질문에서 ‘② 과제를 대강 하고 모둠 점수를 포
기한다.’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한 이유로 가장 적
합한 것을 고르세요.
① 참고 과제를 하더라도 그 친구와는 협동이 잘 안
되고 어차피 점수도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나는 걔가 싫으므로 모둠 점수가 어떻게 되든 상
관이 없다.
③ 어차피 나는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른 사
람들(모둠원이나 선생님 등)의 생각이나 시선은 중
요치 않기 때문이다.
④ 난 평소에 책임감이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대강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이다.
B2. 만일 이번 과제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 매우 실망하였는
데 다음 번 과제도 그 친구와 함께 모둠별로 해야 한다
면, 어떻게 할지 고르세요.
① 그래도 참고 함께 과제를 한다.
② 과제를 대충한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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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만일 우리 반에 의견 충돌이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볼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나요?
① 그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나도 그런 행동을
닮고 싶다.
② 제빈이가 좀 가식적인 아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③ 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참는지 이해가 안 된다.
④ 기타(

)

<표 Ⅲ-2>의 경우 역시 실생활과 밀접한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
였으며 각 문항의 선택지는 문항 초기 개발 단계에서 예상 응답
자들로부터의 자유응답 반응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이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수용하기 위하여 ‘잘 모르
겠다.’와 ‘기타’ 선택지에는 그 이유를 적는 칸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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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배려 사전검사 문항 세트
C. 배려 - <버스 좌석>
유진이는 체력장이 끝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친구들
과 학원에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탔다. 유진이가 버스에 올
라탔을 때 노약자와 임산부 표시가 된 자리밖에 남지 않아
다리가 아프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적당히
앉았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고 노
약자 좌석 쪽에 손잡이를 잡고 서셨다. 친구들을 둘러보니
모른 척 태연하게 핸드폰만 하고 있다. 유진이는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C1. 만약 학생이 유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
② 친구들처럼 모른척하고 앉아있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C1-1. 위에서 고른 선택지가 ‘①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겠
다.' 라면 이것을 고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① 나도 모른 체 하면 할머니를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② 양보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나를 혼내고 민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친구들에게 나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④ 나는 평소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⑤ 비록 내 다리는 아프지만 비켜드리지 않으면 밤에 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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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있을 때 후회될 것 같기 때문이다.

C1-2. 위에서 고른 선택지가 ‘② 친구들처럼 모른 척 하고 앉
아있을 것이다.' 라면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① 다른 때에는 비켜드리지만 하필 체력장 때문에 다리
가 너무 아파서 힘들 것 같다.
② 친구들이 모두 모른 체 하는데 나만 나서면 튈 것 같기
때문이다.
③ 잠시만 참으면 곧 정류장에 도착할 것이므로 할머니
는 그 후에 앉으시면 된다.
④ 비켜드리고 싶지만 뭔가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다.

C2. 만일 내가 유진이가 아닌, 앉아서 모른 체 하고 있던 친구
중 하나였다면 유진이가 할머니께 자리 양보하는 것을 보
았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까요?
① 진작 비켜드리지 않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다.
② 유진이는 멋진 친구고 나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③ 나 대신 유진이가 비켜주어 안심이 될 것 같다.
④ 기타(

)

C3. 만일 할머니의 외모가 젊어 보이시고 다리도 별로 불편해
보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① 양보해드린다.
②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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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

<표 Ⅲ-3>의 ‘배려’문항 세트의 딜레마는 사전 응답자의 실
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C2 문항의 응답을 통하여 자
기 일치와 도덕적 열망을 측정하였는데,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열망과 감정적 개입이 존
재하는 상태인 선택지로 ①번을 제시했다. ③번의 경우는 자신이
양보해야할 것 같은 불편한 감정은 있지만 행동으로 실현하지 않
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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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정의 사전검사 문항 세트
D. 정의 - < 친구의 절도 >
다윤이는 운동장 체육을 하던 중 교실에 두고 온 줄
넘기를 두고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교실로 혼자 올라
갔다.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가 있는 줄 알
았던 친한 친구 지수가 다른 친구의 가방을 뒤지고 있
는 게 아닌가. 다윤이를 발견한 지수는 황급히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잠시 멍하게 있던 다윤이는 줄넘
기를 챙겨 나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업이 끝

난 후 담임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급에 도난 사건이 일
어났다면서 당사자는 조용히 선생님께 와서 솔직히 말
하라고 하셨다. 다음날이 되었지만 지수는 자수하지
않았고 다윤이는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D1. 내가 다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할까요?
① 선생님께 말씀 드린다.
② 선생님께 말씀 드리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D1-1. 위 질문에서 ‘① 선생님께 말씀 드린다.’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주세요.
① 지수가 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속상하시
기 때문이다.
②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③ 나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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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친한 친구 지수가 잠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지
만 내가 옳은 일을 하여 지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
고 싶기 때문이다.
⑤ 얼른 선생님께 말을 해야 같은 시간에 교실에 올라
갔던 내가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D1-2. 위 질문에서 ‘② 선생님께 말씀 드리지 않는다.’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지수는 내 친한 친구이고 나만 밝히지 않으면 모
두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선생님께 말씀 드리면 지수가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
기 때문이다.
③ 지수가 스스로 고백할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④ 선생님께 말씀드릴 일인 것 같지만 뭔가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다.

D2. 만일 지수가 물건을 훔친 아이가 평소에 나를 괴롭히
고 폭력적인 아이여서 모든 친구들이 싫어했어도 지수
의 잘못을 선생님께 말해야 할까요?
① 말해야 한다.
② 말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D3. 만약 다윤이가 진실을 말하고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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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윤이를 보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까요?
① 다윤이의 결정이 잘 내린 것이고, 나도 똑같이 행동
하고 싶다.
② 친한 친구인 지수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인데 다윤이
가 섣불리 결정한 것 같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표 Ⅲ-4>는 친구의 절도 상황을 목격한 딜레마 주인공이 나라
면 어떤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인지와 그 이유를 선택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선택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들은 다른 문항 세트들과 같은 구성
방식을 채택하였다.

4) 반응 범주화 및 채점(Outcome Spaces)
반응 범주화 및 채점 단계는 개발된 평가 문항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검사 결과를 점수화(coding)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단
계에서는 학생들의 응답 결과에 적절한 점수를 할당하여 문항별
로, 학생 개인별로 점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점수를 부여하는 작업은 먼저 학생들의 응답을 수합하여 유사한
응답끼리 분류하고 그것을 세분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이 작업은 본 연구자가 사전에 6학년 학생 5명(남 2명, 여 3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응답 검사지(open-ended written test)와 임
상적 면담(clinical interview)를 통해 수합한 응답의 일련(set)를
선택지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분배
되므로 순위선다형(ranked multiple-choice)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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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력과 표현력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한 예
상 응답을 선택지로 정련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절약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 내에 할 수
있는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두어 부연 설명을 적을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본 검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한 문항에서 1가지 내
지 2가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문항에 포함된 하위 요소를
분석하여 점수를 부여 하였다.

하위 요소 중 도덕적 자기 이해

의 경우 점수의 차등이 0, 1, 2점으로 구성되며 도덕적 가치를 지
닌 자기 자신으로 이해할 경우 2점,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으
나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점, 자기 자신에 대해 모
르고 도덕적 가치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0점을 받도록 하였다.
도덕적 판단의 경우 옳은 판단인 경우 2점, 그렇지 않은 판단일
때 1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 0점을 부여했다.
도덕적 자기 일치는 도덕적 가치를 자신의 자아로 통합시키는 정
도를 뜻한다. 스스로를 도덕적 존재로 규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 2점, 도덕적 가치를 때로 일치시키는 못하는
경우 1점, 전혀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마
지막으로 도덕적 열망은 심화된 도덕적 딜레마에서도 옳게 판단
하는 경우 그 열망도 높은 것으로 여겨 각각 2, 1, 0점을 부여하
였으며 문항 3번에서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 시킨 친구를 보며 자
랑스럽고 뿌듯함을 느낀다면 2점, 당연히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친구를 보며 아무 감흥이 없다면 1, 도덕적 가치를 내
면화 시킨 친구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자세한 반응 범주화 및 채점(outcome spaces)을 살
펴보면 아래 <표 Ⅲ-5> ~ <표 Ⅲ-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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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성실 사전검사 반응 범주화 및 채점
요소

번호

도덕적

도덕적

도덕적 자기

자기이해

이해

일치

A1
① 유혹 약함

A1-1
&2

A2

① 놀기
② 역할

1
2

③ 모름

0

1

도덕적 열망

① 유혹 약함

0

② 마음 불편함

1

② 마음 불편함

0

③ 왕따 두려움
④ 우정 중시

0
1

③ 왕따 두려움
④ 우정 중시

0
0

① 혼남 두려움
② 교사 평가

1
1

① 혼남 두려움
② 교사 평가

0
0

③ 역할 중시

2

③ 역할 중시

1

④ 성실 이해
⑤ 자제력

2
2

④ 성실 이해
⑤ 자제력

2
1

① 일탈
② 매일

1
2

① 일탈
② 매일

1
2

③ 모름

0
① 답답함

③ 모름
0 ① 답답함

0
0

② 자랑스러움

2 ② 자랑스러움

2

③ 당연시
④ 모름

1 ③ 당연시
0 ④ 모름

1
0

A3

A1-1과 A1-2 문항은 A1에서 선택한 응답에 따라 한 개에만 응
답하는 것이다. 피험자들의 응답에 따라 자기 이해와 자기 일치
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A1-1의 ①번을 선택한 경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이유도 명확히 설명
할 수 있으나 도덕적 가치를 중심부에 위치시키지 않았으므로 자기
이해의 1점, 자기 일치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 ③번을 선택한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나 이해 없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잃을까 두
려워하는 것이므로 자기 이해 0점, 자기일치 0점으로 채점한다. A1-2
의 경우 앞선 질문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선택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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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기 이해의 정도가 높더라도 최대 점수 1점을 받도록 설계했다.

<표 Ⅲ-6> 책임 사전검사 반응 범주화 및 채점
요소
번호

도덕적

도덕적

도덕적 자기

자기이해

이해

일치

B1

B1-1
&2

B2

① 함께
② 포기

2
1

③ 모름

0

도덕적 열망

① 교사 평가

0

① 교사 평가

0

② 점수 중시

1

② 점수 중시

0

③ 과제 중시
④ 책임 이해

1
2

③ 과제 중시
④ 책임 이해

1
2

⑤ 나의 모습
① 습관적 포기

2
0

⑤ 나의 모습
① 습관적 포기

2
0

② 협동 포기

1

② 협동 포기

0

③ 감정 위주
④ 한 번쯤

1
1

③ 감정 위주
④ 한 번쯤

0
0

① 함께
② 포기

2
1

③ 모름

0

B3

① 함께
② 포기

2
1

① 닮고 싶음

2

③ 모름
① 닮고 싶음

0
2

② 가식적

0

② 가식적

0

③ 답답함
④ 무감흥

0
0

③ 답답함
④ 무감흥

0
0

책임 문항의 세트에서의 구성도 앞선 성실 문항 세트와 구성이
상동하다. B3의 경우 제시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옳은 판단
과 행동을 하는 친구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묻
고 있다. ‘그 행동을 닮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도덕적 자기일
치 및 도덕적 열망에서 2점을 받도록 채점했으며 그 친구가 ‘가
식적’이라 생각하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또는
‘별 감흥이 없다’고 답한 경우 모두 0점으로 채점했다.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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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들은 앞선 자유 인터뷰에서 학생들로부터 얻었던 응답이며
그 중에서 1점으로 채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추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피험자들이 선택지 중에서 없
는 반응도 수용할 수 있도록 ‘⑤기타(

)’를 추가하였

다.

<표 Ⅲ-7> 배려 사전검사 반응 범주화 및 채점
요소
번호

도덕적

도덕적

도덕적 자기

자기이해

이해

일치

C1

① 양보
② 무시

2
1

③ 모름

0
① 당연한 일
② 혼남 두려

도덕적 열망

① 당연한 일

0

② 혼남 두려움

0

C1-1

③ 평판 중시
④ 배려 일치

1
2

움
③ 평판 중시
④ 배려 일치

&2

⑤ 감정 중시

2

⑤ 감정 중시

1

① 이번만 예외
② 친구 평판

1
1

① 이번만 예외
② 친구 평판

0
0

③ 잠시 참음
④ 용기 부족

0
1

③ 잠시 참음
④ 용기 부족

0
0

① 부끄러움
② 닮고자 함

1 ① 부끄러움
2 ② 닮고자 함

③ 무감흥

C2

C3

1
0
0
2

1
2

0 ③ 무감흥

0

① 양보

2

① 양보

2

② 의무 없음

1

② 의무 없음

1

③ 모름

0

③ 모름

0

배려 문항세트에서는 다른 문항 세트와 달리 C2와 C3의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문항 세트들에서 2번의 경우
기존 딜레마 상황에서보다 옳은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을 내리기

- 62 -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C2의 경우 기존 딜레마 상황 안에
서 등장하는 주인공 외의 다른 인물임을 상정하였을 때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Ⅲ-8> 정의 사전검사 반응 범주화 및 채점
요소
번호

도덕적

도덕적

도덕적 자기

자기이해

이해

일치

D1
① 교사 평가

D1-1
&2

D2

① 말함
② 안함

2
1

③ 모름

0

0

도덕적 열망

① 교사 평가

0

② 옳은 행동

1

② 옳은 행동

1

③ 정의 이해
④ 우정 중시

2
1

③ 정의 이해
④ 우정 중시

2
0

⑤ 의심 두려움
① 친구 위하여

0
0

⑤ 의심 두려움
① 친구 위하여

0
0

② 우정 중시

0

② 우정 중시

0

③ 관계없음
④ 용기 부족

0
1

③ 관계없음
④ 용기 부족

0
1

① 말함
② 안함

2
1

① 말함
② 안함

2
0

③ 모름

0
① 닮고 싶음

③ 모름
2 ① 닮고 싶음

0
2

② 섣부른 판단

1 ② 섣부른 판단

1

③ 모름

0 ③ 모름

0

D3

D2의 도덕적 열망을 측정하는 문항은 ①번을 선택한 경우 2점,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다. 다른 문항 세트들에서
는 도덕적 열망에서 ‘강한 도덕적 열망을 보이는 경우’와 ‘도덕
적 열망은 존재하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강하진 않은
경우’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 경우’ 세 가지 단계로 점수 매
길 수 있었다. 그러나 정의 문항세트에서는 ‘도덕적 열망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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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 경우’,‘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세 가지로 선-상세화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점수화는 2, 0, 0
점으로 정하였다. 그 외 반응들은 ‘④기타(

)’에 적도록

구성하였다.

5) 사전 검사의 진행

개발된 평가(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진행된 사전
검사는 2018년 10월~11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표 Ⅲ-9>와 같이 전
체 남녀의 수가 각각 15명, 매 테스트마다 3 ~ 5명의 소그룹으로
20 ~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평가 방식은 피험자들이 각 딜레마 상황을 읽고 순위선다형 문
항을 선택한 후 본 연구자와 피험자 간의 질의응답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피험자들의 문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표시한 응답에 대한 연구자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있어 이해가 어려운 단어
와 문장 구성 등을 일부 수정하여 환류 적용하였다.
<표 Ⅲ-9> 사전 검사에 참여한 학생 현황

학교

학년

초등학교

6

성별

참여 수

남

15

여

15
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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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30

6) 측정 모형 적용(The Messurement Model)
측정 모형 적용 단계는 구인 구성도와 문항의 응답 결과가 부
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이 수행된다.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구성 요소와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 형성의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한 측정 모델의 적용은 문항반응이론(IRT)에 근거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순위선다형 문항으로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라쉬 모형(Rasch Model)의 세부적 측정 방식인 부분 점수
모형(Partial Credit Model, Master, 1982)을 사용했다. 앞선 검사에
서 수합한 피험자들의 응답 자료(data)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2
장에서 구인구성도 및 문항의 수정사항과 함께 자세히 제시하였
다.

2. 개발된 측정 도구의 사전 검사 결과 분석

1) 부분 점수 모형(Partial Credit Model)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도덕적 정체성 구인 구성도와 일치하도록
문항이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라쉬 모형(Rasch Model)을
확장 적용한 부분 점수 모형(Partial Credit Model)을 측정 모형으
로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Data)는 ‘Construct Map'20)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롸잇맵(Wright Map)으로 나타낼 수 있다.21)

이

20)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윌슨(M. Wilson) 교수에 의해 1994년 설립된 버클리
평가 및 평가 연구인 ‘베어 센터(Bear Center)’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베
어 센터에서의 핵심은 학생, 학교 및 교육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베어 평가 시스템(BEAR Assessment system,
BAS; Wilson

Sloane, 2000)이라고 하는 평가 시스템이 곧 4단계체계, 즉, 구인

정의, 문항 개발, 반응 범주화, 측정 모델 적용의 4단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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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문항의 곤란도와 응답자의 능력을 같은 스케일 상에 나타
낸 것으로, 문항과 응답자들의 관계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문항 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 수준을 동일한 척
도로 환산하여 로짓값(logit, log-odds-units, Bond & Fox, 2007)으
로 표현한 것이다.
사전 검사에서는 각 도덕적 가치 별로 문항과 피험자들의 반응
을 세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롸잇맵을 따로 그려 제시
하였다. 아래의 <표 Ⅲ-9>~<표 Ⅲ-12>이 해당 롸잇맵들이다. 좌측
세로줄의 ‘raw'가 로짓값이며 우측의 숫자(10에서 53까지)는 원
점수이다. 좌측의 X는 각 학생 1명을 의미하며 각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X와 원점수 사이의 가로선
은 피험자들의 평균 능력 수준(Mean Vector)이다. 학생들의 도덕
적 정체성 문항에 대한 평균 능력 수준은 0.5 로짓 정도이며, 이
는 원점수 30 ~ 35점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원점수는 53점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0.5에서 1.5사이의 능력
수준에 위치하였다. 이는 문항의 난이도 평균이 0임을 감안했을
때 문항 난이도가 피험자 평균 능력 수준(0.5 로짓)에 비해 조금
낮았음을 뜻한다.
각 도덕적 가치 별로 롸잇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적으로 <표 Ⅲ-10> ~ <표 Ⅲ-13>에서 각각의 자기일치 문항
난이도가 공통적으로 가장 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피험
자가 해당 문항을 맞출 확률이 50%일 때의 능력수준이 그 문항
의 난이도이므로, 각 문항에 대한 로짓값이 그 문항의 난이도를
나타내게 된다. ‘성실’파트의 자기일치 문항 로짓값이 약 4에
해당하므로 검사에 응한 모든 학생들의 성실성에 대한 자기일치
21) 구인 구성도와 라쉬 모형(Rasch model)을 결합하여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지도
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방법을 고안한 벤자민 롸잇(D. Benjamin Wright)의
이름을 빌려 롸잇맵(Wright Map)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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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로짓값 4보다 낮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이 성
실성의 자기일치 문항에 응답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표 Ⅲ
-12>과 <표 Ⅲ-13>를 보면 자기일치 문항은 ‘배려’와 ‘정의’
파트에서도 동일하게 피험자들이 응답하기 어려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표 Ⅲ-11>‘책임’부문의 자기일치 문항 로짓값은
2.5정도이며 문항보다 학생들을 뜻하는 X의 위치가 더 상위에 위
치함으로써 다른 도덕 가치 부문들에 비하여 응답하기 쉬웠음을
알 수 있다. 자기일치 다음으로는 자기 이해, 열망, 이해 순으로
피험자들이 쉽게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일치, 자기이해, 열망, 이해에 계열성이 존재하며 종전에 가
정했던 구인구성도의 수정이 필요한 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도덕적 가치 문항 롸잇맵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책
임 부문의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학생은(원점수 22점) 다른 문항의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학생들(원점수 10점 이하)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학생
들에게 있어 책임에 대한 옳은 도덕적 이해, 책임을 향한 자기
일치, 책임에 대한 자기 이해의 정도 및 열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부문들이 비해 ‘책임’에서 활용된 딜
레마 상황 및 문항들이 피험자들이 응답하기 쉬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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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성실(Diligence) 롸잇맵(Wright map)
raw

students

Thursonian Threshholds
A1-1/2 자기일치.2

4

3 53

X
XXX
A3 자기일치.2

2 43

X
XX
XXX A1-1/2 자기이해.2 A2 이해.2

1

XX
35

X
–––––––––––––
XXXXXX

A3 열망.2

A3 자기이해.1 A3 열망.1

0 19

X
XXXX
A1 이해.2

-1

XXX
10

X
XX

A1 이해.1 A1-1/2 이해.1

-2
A2 이해.1 A2 열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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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책임(Responsibility) 롸잇맵(Wright map)
raw

students

Thursonian Threshholds

XXX
2

43

X

42

X

35

XXX
XXXXXX
X
–––––––––XX

34

X
XXXXXXX

B1-1/2 자기일치.2 B3 자기일치.2

B1-1/2 자기이해.2

1

0

B1-1/2 자기일치.1

B2 열망.2

28

X B2 이해.2 B3 열망.2
B1 이해.2 B3 열망.1

-1

B2 열망.1

30

XX
X B1-1/2 자기이해.1
B2 이해.1

22

X
B1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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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배려(Caring) 롸잇맵(Wright map)
raw

students

Thursonian Threshholds
C1-1/2 자기일치.2

4

C2 열망.2

3

2

34

X

XXXXXX
1

XXXX C1-1/2 자기이해.2
31

XXX C1-1/2 자기이해.1

0

XXX C3 열망.2
35

-1

X
––––XXXXXXXX

19
10

X

XX

C2 열망.1 C3이해.2
C1-1/2 자기일치.1 C2 자기일치.1

X C3 열망.1
X C1 이해.2

-2
C1 이해.1
C3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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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정의(Justice) 롸잇맵(Wright map)
raw

students

Thursonian Threshholds
D1-1/2 자기일치.2

4

3
53
2

X
XX
XXX
XXX
XXXXX

1
33
0

–––––––––XX
X
XX
XXXX

35
-1 19

XXX
XX
X

10

X

D3 자기일치.2
D1-1/2 자기이해.2

D3 열망.2
D2 열망.2
D2 열망.1 D3 열망.1
D2 이해.2 D3 자기일치.1
D1-1/2 자기이해.1

D2 이해.1
D1-1/2 자기일치.1

D1 이해.2
D1 이해.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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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도덕적 가치 롸잇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성실 문항의 롸잇맵에서 학생들이 가장 높은 곤란도를 보이
는 자기일치 문항(A1-1, 2 문항)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그에 해
당하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전 검사의 대상이 30
명으로 표집군의 수가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대상의 수가 늘어
난다면 상위 수준에 분포하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문
항에 대하여 따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책임 문항 롸잇맵에서는 가장 상위 수준에 존재하는 학
생 3명을 측정하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더욱
높은 곤란도를 보이도록 자기일치 문항(B1-1, 2 문항 및 B3 문
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짓값 35에서 34 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들의 능력을 측정할 문항이 없
음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중위권의 피험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수정 및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배려 문항 롸잇맵에서 가장 상위 수준을 가진 학생(로짓
값 34)의 능력보다 자기일치 문항 및 열망 문항의 곤란도가 훨씬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문항의 곤란도가 너무 높은 탓인지
표집군의 수가 적은 탓인지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본 조사에서 추
가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정의 문항 롸잇맵에서는 가장 상위 능력을 지닌 학생(로
짓값 53) 보다 자기일치 문항(D1-1, 2 문항)의 곤란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것은 학생의 응답 수준보다 문항의 난이도가 상위에
존재함을 뜻한다. 또한 정의에서 D1-1, 2의 자기일치 문항과 D3
의 자기일치 문항 사이의 격차가 다른 도덕적 가치 롸잇맵들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7명의 피
험자들을 대상으로 문항에 응답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생각을 표
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Think aloud). 그 결과 정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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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상황 자체가 너무 명확히 잘못된 상황이므로 전체적인 문
항에 응답하기가 쉬운 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D1-1, 2를
응답함에 있어서는‘정의’의 가치와 나의 성격 및 특징과 직접
적으로 동일시하기에 ‘너무 진지해보인다’,‘거창한 것 같다’
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D2 문항에서 딜레마의 심화된 상황이 작
위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정의’ 딜레마
상황의 전반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 적용하였다.
다섯째, C3 문항의 경우 학생들과의 인터뷰 결과 이미 딜레마
상황에서 할머니의 외모와 다리 불편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딜레마 상황이 심화된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애매하다
고 답하였다. 따라서 C3 문항의 의도는 살리되 심화된 상황의 변
형을 꾀하여 본 조사 설문에 적용하였다.

2) 학생 수준에 대한 문항의 적합도(Item fit) 분석
‘Construct map’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문항 적합도(Item fit)
는 피험자들의 응답 결과인 관찰값과 기댓값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당 문항이 수학적 모델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INFIT과 OUTFIT은 피험자 혹은 문항이 라쉬 모형의 기대로
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적합도 지수이다(지은림,
2000: 90). INFIT은 정상 분포에 속해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며
OUTFIT은 추측으로 운 좋게 정답을 맞힌 경우나 부주의로 인한
실수 등의 이상값(outlier)을 나타낸다. 제곱평균 적합도 지수
(Mean-squre fit statistics)는 1.0의 기댓값을 갖게 되며 1.0보다
작은 경우 측정치가 너무 예측 가능하고 큰 경우 예측할 수 없음
(데이터가 모델에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림 Ⅲ-2>은 본 연구 사전검사의 문항 총 28개의 INFIT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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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적합도지수를 보여준다. 이 중에서 INFIT 제곱평균 적합도
지수가 1.33을 넘는 문항들을 부적합(missfit)하다고 하며 개별 분
석이 필요하다. <그림 Ⅲ-2>에서 부적합을 보이는 문항은 A3와
D1-1,2 문항이다. A3 자기이해 문항은 1.33을 조금 벗어나는 정
도이며 이는 표본의 수가 적은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수정
을 하지 않았다.
INFIT 값이 1.43이고 OUTFIT 제곱평균 적합도지수가 1.52인 정
의 부문 자기이해 문항(D1-1, 2 문항)은 분실된 스마트폰의 주인
을 찾아주지 않고 가져간 친구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이유로 적
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다. 5가지의 선택지인 ① 선생님께서 속상
해 하실까봐, ②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므로, ③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므로, ④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 ⑤ 나에게로 향
할 의심을 거두기 위해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 정의로움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며 그것을 인지하는지를 측
정하는 ‘자기이해’ 영역의 반응 범주화는 ①번으로 응답한 경
우 0점, ②번의 경우 1점, ③는 2점, ④번은 1점, ⑤번으로 선택한
경우 0점으로 책정하였다. 도덕적 가치와 자신의 성격을 일치시
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재적 영향(권위자 및 자기 이익)에 의
해 옳은 행동을 하는 ①, ⑤번의 경우 0점, 우정이라는 사회적 관
계를 중시하는 ④번의 경우 1점, 정의로움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③번의 경우 2점으로 채점하였다. 문항에 따른 반응 범주화에는
특별한 오류 및 수정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정의’
딜레마 상황에 따른 문항에서도 선택지를 종전과 흡사하게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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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문항 INFIT 제곱평균 적합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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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과정은 구인 특화
와 문항 개발 단계에서 개발된 문항의 내용에 기반한 타당
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내용에 기반한 타당성의 근거
(Validity 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 AERA, APA, &
NCME, 1999)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 특화 단계에서 도덕
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를 설정하고 하위 요소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상세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용에 기
반한 타당성의 근거는 해당 지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단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 집단
(중등 윤리교사 3명, 초등교사 1명, 측정도구 전공 박사급
연구원 1명)이 지속적인 세미나와 토의를 거쳐 구인 및 문
항을 수정하고 합의하였다. 측정 모델 적용 단계에서는
‘Construct M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반
으로, 측정 도구가 검사하고자 했던 구인을 잘 드러내고 있
는지와 측정 목적과 응답 결과가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표준 측정 오차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를 보여주는 SEM 그래프와 크론
바흐 알파(Cronbach-α)값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SEM은 학생들의
위치 분포를 나타내어 문항에 의해 측정된 결과가 일관적이고 정
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표준 측정 오차(SEM)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반복 측정이 자신의 "진정한" 점수 부근에
분포되는 경향을 추정한다. 실제 점수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측정
값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 항상 알 수 없다.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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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사의 신뢰성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SEM이 클수록 시험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측정된 점수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모든 측정
에는 약간의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수행 할 때
마다 주어진 사람에 대해 동일한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
다. 따라서 피험자의 실제 점수는 피험자의 진정한 능력 수준일
가능성이 높은 신뢰 구간으로 표시된다. 피험자의 진정한 점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신뢰 구간이 작거나 큰
것이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α)값은 활용된 측정 도구가 내적 일
관성(internal consistency)를 지니는지 측정한다. 어떤 한 가지 개
념(concept)을 측정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변수만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item)을 사용하는 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
해 구성된 문항들이 실제 일관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크론바흐 알파 값은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값이
0.7이상이면 문항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0.8
이상이면 일관성이 좋다고 하며 0.6 이하이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교육심리와 교육평가에서는 잠재적 특성을 측
정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크론
바흐 알파값은 0.68이다.

4) 측정도구 수정 사항 논의 및 반영
(1) 구인 구성도의 수정

사전검사의 결과 모든 문항 세트에서 평균 이하의 능력 수준
을 지닌 피험자들도 쉽게 옳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

- 77 -

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 세트들이 공통적으로 도덕적 이해
상위에 도덕적 열망이 위치하며 그 다음 상위 수준으로 도덕적
자기 이해, 가장 상위 수준에 도덕적 자기 일치가 위치하였다. 이
것은 종전에 피험자들이 모든 도덕적 정체성 하위 요소들을 지니
지만 그 정도에 위계가 있다고 가정했던 구인구성도의 수정 필요
성을 의미한다. 수정된 구인구성도는 수준 1의 경우 옳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수준 2의 경우 도덕적으로 옳
은 판단과 높은 도덕적 열망을 지니는 것, 수준 3은 옳은 도덕적
판단과 높은 도덕적 열망과 높은 자기 이해 수준을 지니는 것,
수준 4는 옳은 도덕적 판단 및 높은 도덕적 열망, 높은 도덕적
자기 이해, 높은 도덕적 자기 일치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수정된 구인 구성도는 다음 <그림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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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정체성
수준 높음
Responses to Items

Respondents
(수준4)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도덕적 판단
을 내리며 높은 도덕적 열망과 도덕
적 자기 이해 수준을 지니고 도덕적
가치와 자신의 자아를 일치시킴.
(수준3)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도덕적 판단
을 내리며 높은 도덕적 열망과 높은
도덕적 자기 이해 수준을 지님.
(수준2)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도덕적 판단
을 내리며 높은 도덕적 열망을 지
님.
(수준1)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도덕적 판단
을 내릴 수 있음.
도덕적 정체성
수준 낮음

<그림 Ⅲ-3> 수정된 도덕적 정체성 구인 구성도(Construct Map)
(2) 문항 및 반응 범주화(채점)의 수정

4 구성요소 접근에 따라 앞서 수정한 구인 구성도와 그에 따른
문항 및 반응 범주화(채점) 작업이 일관성 있게 개발되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검사 단계에서의 구인구성도의 수준 1이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4가지 요소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었다면 수정된 구인 구성도에서의 수준 1은 옳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수정된 수준 1은 사전검사 구인 구성도에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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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와 일치한다. 또한 수정된 수준 2는 종전에 수준 3으로 설정
했던 도덕적으로 높은 열망을 지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수준 3
과 수준 4는 기존에 가정했던 구인 구성도와 흡사하였다. 즉, 사
전 검사의 구인 구성도에 비해 많은 수정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문항의 구성과 반응 범주화(채점) 단계에서도 큰 변동 사항
없이 본 조사 문항으로 적용하였다.
문항의 수정 사항으로는 먼저, Ⅲ장 1절 ‘측정도구 초안 개
발’에서 제시한 C3 문항의 경우 사전검사 이후 피험자들의 추
후 응답 인터뷰(think aloud)에서 딜레마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심화된 딜레마 상황을 다시 제시하기 위
하여 <표 Ⅲ-14>과 같이 수정하였다. 종전의 할머니 모습이 젊어
보이심에도 양보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에서 내가 앉은 좌
석이 노약자석이 아닌 일반 좌석인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표 Ⅲ-14> 수정된 배려 문항
C3. 만일 내가 버스의 일반 좌석에 앉아있는데 임산부나 노
약자가 버스에 탔지만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① 양보해드린다.
②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표 Ⅲ-14>의 문항 수정에 따라 반응 범주화 및 채점 단계에서
도 수정이 필요하다. <표 Ⅲ-15>는 <표 Ⅲ-14> 문항의 수정에 따
른 수정된 반응 범주화 및 채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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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수정된 배려 문항 반응 범주화 및 채점
요소
번호
C3

도덕적
자기이해

도덕적 이해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열망

① 양보
② 의무 없음

2
1

① 양보
② 의무 없음

2
1

③ 모름

0

③ 모름

0

다음으로 사전검사 ‘정의’ 롸잇맵에서 D1-1,2 자기일치 문항
과 D3 자기일치 문항 간의 간격(Gap)이 넓게 나타남에 따라 이
두 문항 사이의 능력수준을 지닌 학생들을 제대로 측정하는 문항
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판단을 측정하는 D2와 D1 문항 사이
에도 넓은 간격이 존재함에 따라 정의 문항 세트의 딜레마에 전
면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 재적용하였다.

<표 Ⅲ-16> 수정된 정의 문항
D. 정의 - <스마트폰>
지윤이는 친한 친구와 하교를 하던 중 길가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친구와 확인해보니 전원이 들어오
고 거의 새 것처럼 보였다. 지윤이가 폰을 보며 고민하
던 사이 친구가 폰을 낚아채 주머니에 넣으며 “어차피
부재중 전화 없는 것 보니 주인도 찾을 마음이 없는 거
야~”라며 뛰어 가버렸다. 지윤이도 따라 나서려는 순간
어떤 아주머니께서 지윤이를 붙잡았다. 아주머니는 “저
아이가 폰을 가져갔으니 그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려주지 않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신다. 지윤
이는 당황하여 망설였다.
D1. 만약 학생이 지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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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구의 이름을 말한다.
② 친구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D1-1. 위에서 고른 선택지가 ‘① 친구 이름을 말한다.' 라면
이것을 고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① 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혼나
기 때문이다.
②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③ 나는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기 때문이다.
④ 그 친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하기 위
하여서 이다.
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의심을 받아 억을하기 때문이다.

D1-2. 위에서 고른 선택지가 ‘② 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는
다.' 라면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표시해 주세
요.
① 친구가 나를 원망하고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③ 나와 관계없는 일이므로 끼어들고 싶지 않다.
④ 말해야할 것 같지만 왠지 두렵고 용기가 안 나기 때
문이다.

D2. 만일 그 친구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 스마트폰을 갖지 못
했던 상황이 떠올라 그 친구를 감싸주고 싶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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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까요?
① 그래도 친구 이름을 말해야 한다.
② 친구 상황이 딱하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D3. (D2에서 연결)만일 지윤이가 그럼에도 진실을 말하고 친
구가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런 지윤
이를 보며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나요?
① 지윤이 결정이 옳고 나도 같은 상황에 그렇게 행동하
고 싶다.
② 친구 상황이 딱한데 지윤이의 결정은 너무한 가혹한
것 같다.
③ 잘 모르겠다.(이유:

)

④ 기타(

)

수정된 정의의 딜레마는 종전에 제시했던 ‘친구의 절도’보다
문항 D1의 판단에 있어 난이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 뒤 제작하
였다. 친한 친구의 직접적인 절도 상황을 목격한 것을 말할 것인
지 여부는 도덕적 판단 상황에서 학생들이 옳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에 명확해 보이는 딜레마라는 의견을 수용하였기 때문이
다. 길에서 주은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친구의 이름을 타
인에게 말할 것인지 여부는 종전에 제시하였던 딜레마보다 ‘절
도’라고 보기에 명확하지 않은 여지를 제공하며 친구의 이름을
‘타인’에게 말해야 한다는 상황 역시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과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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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수정된 정의 문항 반응 범주화 및 채점
요소
번호

도덕적

도덕적

도덕적 자기

자기이해

이해

일치

D1
① 혼남 두려움

D1-1
&2

D2

①말함
②안함

2
1

③ 모름

0

도덕적 열망

0

① 혼남 두려움

0

② 옳은 행동

1

② 옳은 행동

1

③ 정의 이해
④ 우정 중시

2
1

③ 정의 이해
④ 우정 중시

2
0

⑤ 의심 두려움
① 친구의 원망

0
0

⑤ 의심 두려움
① 친구의 원망

0
0

② 우정 중시

0

② 우정 중시

0

③ 관계없음
④ 용기 부족

0
1

③ 관계없음
④ 용기 부족

0
1

①말함
②안함

2
1

①말함
②안함

2
0

③ 모름

0
① 닮고 싶음

③ 모름
2 ① 닮고 싶음

0
2

② 이해 안 됨

1 ② 이해 안 됨

1

③ 모름

0 ③ 모름

0

D3

<표 Ⅲ-17>에서는 수정된 정의 문항의 반응 범주화 및 채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항에 따른 점수화(scoring) 작업은 다른
문항 세트들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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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본 조사 실시 및 결과

1. 본 조사 실시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기 청소년기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표 Ⅳ-1>과 같이 전체 학생 수가 80명이며 6학년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34명, 여학생이 26명 참여하였으며 5학년 학생은 남학
생 7명, 여학생 13명이 참여하였다.
<표 Ⅳ-1>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 현황

학교

학년
6

초등학교
5

성별
남
여
남
여

참여 수
지역
34
26
서울시
영등포구
7
13
총 인원 80

2) 조사 환경

개발된 평가(측정) 도구의 본 조사는 2019년 3월 ~ 8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답하는 장소는 본 연구자의 교실이었으며 피험
자들이 매 테스트마다 3 ~ 5명의 소그룹으로 20 ~ 30여 분간 각
딜레마 상황을 읽고 순위선다형 문항을 선택하도록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이 문항에 응답하는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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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질문하도록 하였으며 추후에 검사지의 응답을 본 연구자
가 확인한 뒤 의도가 확실하지 않거나 문항에 응답을 잘못한 경
우(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골랐거나 무응답 등)에만 피험자와
질의응답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사전 조사와 동일하게 부분 점수 모형
(Partial Credit Model)을 적용한‘Construct Map’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다. 다음 Ⅳ장에서 Construct Map 프로그램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본 조사 결과의 해석

1) 롸잇맵(Wright Map) 분석 결과

본 조사에서는 각 도덕적 가치들을 <표 Ⅳ-1>와 같이 한 그래
프에 표현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능력 값은 약 0.634 로짓으로,
문항 난이도 평균이 0임을 감안할 때 응답자들의 능력보다 제시
된 문항들이 평균인 중위 단계(level) 학생의 수준과 비슷하며 약
간 쉬운 편이었음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능력 수준을 보이는 하위 요소는 자기일치 문항들이
다. 각 문항 세트의 딜레마 상황이 조금씩 다른 정도의 난이도를
지녔음에도 자기 일치 문항들의 곤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
서 도덕적 정체성 구성 요소 중 자기 일치가 가장 상위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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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문항 세트에서
가장 하위 수준에 위치하는 구성 요소는 도덕적 판단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옳은 도덕적 판단만 가능한 수준 1과 네 가지 하위 요소
모두 갖추고 있는 수준 4는 본 조사에서 설정한 구인 구성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수준 2와 수준 3의 경우에는 수정 및 논의 사
항이 존재한다. 성실과 배려 영역에서 도덕적 자기 이해보다 도
덕적 열망의 난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
은 해당 도덕적 가치의 딜레마 상황의 설정과 문항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지 본래 도덕적 가치 간에 위계 관계가 존
재하기 때문인지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조사에서의 롸잇맵과 구인 구성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 위계를 4단계가 아닌 3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즉, 수준 1은 종전과 같으며 수준 2는 도덕적 이해 및 도
덕적 자기 이해와 도덕적 열망의 정도가 높은 것, 수준 3은 모든
하위 요소를 갖춘 상태로 상정하는 것이다.
성실과 배려 영역의 자기일치 문항은 롸잇맵 상에서 가장 높은
로짓값(3.8)을 지니며 해당 문항의 난이도와 동일한 수준의 능력
을 지닌 학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덕적인 가치를 자
기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의 중심부에 일치시
키는 수준이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임을 보여
준다.
또한 모든 문항에 있어 공통적으로 자기일치는 1번과 3번(배려
문항 세트에서는 2번) 문항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도
덕적 자기 일치의 수준에도 위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모든
문항세트의 3번에 해당하는 선택지에서 자기 일치의 위계는 도덕
적 가치를 열렬히 따르는 친구를 보며 ‘자랑스럽다(긍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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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연한 것이다(무반응).’,‘답답한 성격인 것 같다(부정
반응).’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3가지 단계의 선택지에서 학생
들은 긍정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난이도가 쉽게 나타났다.
그러나 옳은 도덕적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선택하는 자기 일치
문항(모든 문항 세트의 1-1, 2번 문항)은 높은 곤란도를 보인다.
이 문항에서 2점을 얻는 ‘나는 성실한 사람이므로’,‘나는 책
임감 있는 사람이므로’,‘나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므로’,‘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므로’를 고르는 것에 있어 난이도가 높게 나타
났다. 그러므로 모든 문항 세트의 3번 문항의 보기를 긍정반응에
서 2가지 단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나는 그 친구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며 닮고 싶다.’,‘그 친구에게 왠지 호감이 간
다.’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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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본 조사의 롸잇맵(Wright map)
raw

students

성실

책임

배려

정의

4
A1-1/2
자기일치.2

C1-1/2
자기일치.2

3
53

X

31

X

50

X

B1-1/2
자기일치.2
B1-1/2
자기이해.2

2

D1-1/2
자기일치.2
C2
자기일치.2
C2 열망.2

XXX
XXXXXXXX

A3
자기일치.2
A3 열망.2
C1-1/2
자기이해.2

XXXXXXXXXXXX
1

XXXXXXXXX

D1-1/2
자기이해.2

A1-1/2
자기이해.2
A2 이해.2

---XXXXXXXXXX
B3
자기이해.2

XXXXXXXXXXX
0

XXXXXXXXXX
XXXX
XXXX

A1 이해.2

B2 열망.2
B3 열망.2
B2 이해.2

XXXX
-1

D2 열망.2
D3 열망.2
D3
자기일치.2

16

X

C3 열망.2
C3 이해.2

D1 이해.2

B1 이해.2
C1 이해.2

10

X

-2

Each X represents 1 student, each row is 0.255 log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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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적합도(Item Fit) 분석 결과

Ⅲ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Construct Map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
항 적합도(Item Fit)은 1.33 이상인 경우 해당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검토가 필
요하다. [그림 Ⅳ-1]에서와 같이 본 조사에서 문항 적합도가 1.33
을 넘는 문항이 없으므로 모든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했던 구인들
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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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본조사의 문항 적합도(Item Fit)

- 91 -

3) 고전 문항 분석(Classic Item Analysis) 결과
평가 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표준 측정 오차(Standard Error of
Measurement)를

보여주는

SEM

그래프와

크론바흐

알파

(Cronbach-α)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Ⅳ-2]에 의하면 피
험자들의 위치가 약 -1.3에서 약 2.6 사이이며 표준오차는 약
0.25에서 약 0.44임을 알 수 있다. 피험자들의 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즉 능력수준 1.75에서 2.6 부분에서는 이들을 측정할 수 있
는 적합한 문항이 많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리고 표준오차가 낮
은 능력수준 -0.5에서 -0.25 부분은 특히 정보가 많으므로 신뢰도
가 높다.
일반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문항 난이도 평균치 0.5 구
간에서 표준오차가 낮고 하위 그룹과 상위 그룹의 표준오차는 상
승하는 그래프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표집 대상의 수를 늘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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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본 조사의 SEM 그래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지수인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5으로 나타났다. 정의적인 면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준수하다고 여겨지는 값이 0.6이며 0.7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높
다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활용된 측정도
구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개별

응답

분석

결과(Individual

Fit

및

Person

Diagnostic Map)
개별 응답 분석은 문항 적합도 값(Item fit)과 마찬가지로 0.75
보다 크고 1.33보다 작은 경우 당초 설정한 구인 모델에 적합한
반응 패턴을 보여줌을 뜻한다. 응답자의 적합도는 Fit 값이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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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T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해당 응답자의 반응에 특이 사
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검사에 응할 시
생각한 것을 소리 내어 말하거나 완료 후 생각이나 소감을 말하
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Wilson, 2004:132에서 재인용). 아래의
<표 Ⅳ-2>에서 응답자의 Fit 값과 t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 전체 응답자의 Fit 값
Ability Estimates (EAP)
N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Raw
35
35
28
41
43
37
34
53
37
32
10
19
43
33
22
22
28
21
19
30
35
38
31
42
35
42
19
43
37
32
37
32

Max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2
56
56
56
56
56
56
32
56
56
56
56
56
56
56
56
56

Est.

0.45776
0.45776
-0.0817
0.9878
1.18115
0.62404
0.37831
2.6148
0.62404
0.22278
-1.347
-0.6841
1.18115
0.30024
-0.4835
-0.3287
-0.0817
-0.5476
-0.6841
0.06864
0.45776
0.71156
2.37693
1.08344
0.45776
1.08344
-0.6841
1.18115
0.62404
0.22278
0.62404
0.22278

Err.

0.28363
0.28363
0.27096
0.30782
0.31459
0.29338
0.28037
0.43748
0.29338
0.2781
0.29543
0.26791
0.31459
0.27868
0.25193
0.26772
0.27096
0.25518
0.26791
0.27667
0.28363
0.29816
0.52658
0.31078
0.28363
0.31078
0.26791
0.31459
0.29338
0.2781
0.29338
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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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t

0.65
1.06
0.75
0.87
0.59
0.84
1.37
0.78
1.42
0.78
0.5
0.88
0.92
0.74
1.2
0.91
0.79
0.97
0.59
1.96
1.08
0.66
0.42
0.72
1.24
2.12
0.89
0.62
1.12
0.65
0.96
1.27

t

-1.29
0.3
-1.17
-0.3
-1.33
-0.55
1.32
-0.34
1.5
-0.83
-2.22
-0.53
-0.14
-1.01
0.97
-0.34
-0.98
-0.09
-2.21
3.24
0.36
-1.18
-1.09
-0.8
0.88
2.61
-0.46
-1.22
0.53
-1.5
-0.08
1.04

outfit

0.63
0.92
0.82
0.93
0.48
0.88
1.55
0.38
1.38
0.67
0.45
1.08
1.22
0.69
1.32
0.9
0.75
1.05
0.68
1.86
1.59
0.74
0.21
0.58
1.17
2.36
1.05
0.46
1.1
0.67
1.01
1.3

t

-1.05
-0.1
-0.66
-0.01
-1.11
-0.31
1.53
-0.24
1.18
-1.09
-1.76
0.41
0.57
-1.01
1.21
-0.28
-0.98
0.27
-1.33
2.56
1.48
-0.57
-0.31
-0.79
0.56
2.08
0.27
-1.16
0.42
-1.09
0.12
0.98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41
41
41
32
41
44
40
37
45
39
16
36
42
47
50
31
34
29
46
23
38
28
30
34
41
32
38
44
33
46
42
38
40
24
40
30
46
48
45
33
42
43
27
35
42

56
56
56
56
56
56
56
56
56
52
56
52
56
56
56
40
56
52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52
56
56
56
52
56
56

0.9878
0.9878
0.9878
0.22278
0.9878
1.2817
0.89387
0.62404
1.38632
1.09309
-0.9102
0.68483
1.08344
1.6156
2.04871
1.34484
0.37831
0.17877
1.49684
-0.4202
0.71156
-0.0817
0.06864
0.37831
0.9878
0.22278
0.71156
1.2817
0.30024
1.49684
1.08344
0.71156
0.89387
-0.3565
0.89387
0.06864
1.49684
1.74524
1.71507
0.30024
1.08344
1.18115
-0.068
0.45776
1.08344

0.30782
0.30782
0.30782
0.2781
0.30782
0.31989
0.30512
0.29338
0.32744
0.31977
0.27599
0.30775
0.31078
0.35177
0.41137
0.36222
0.28037
0.29495
0.33796
0.25157
0.29816
0.27096
0.27667
0.28037
0.30782
0.2781
0.29816
0.31989
0.27868
0.33796
0.31078
0.29816
0.30512
0.25365
0.30512
0.27667
0.33796
0.3688
0.37996
0.27868
0.31078
0.31459
0.27744
0.28363
0.3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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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1.5
1.33
1.9
0.77
0.58
0.8
1.3
1.56
0.72
0.4
1.93
1.29
1.19
1.15
1.16
1.16
0.96
0.66
1.02
1.71
0.85
1.17
0.92
0.69
1.42
0.9
1.42
0.99
1.28
1.55
0.68
2.03
0.43
1.07
0.93
0.63
0.84
0.55
2.29
1.39
0.79
1.12
1.13
0.49

-2.19
1.45
1.03
2.87
-0.66
-1.36
-0.54
1.14
1.44
-0.77
-3.39
2.18
0.89
0.63
0.48
0.52
0.65
-0.04
-0.95
0.15
2.04
-0.65
0.77
-0.21
-0.97
1.54
-0.23
1.22
0.04
0.84
1.48
-1.1
2.6
-3.31
0.33
-0.24
-1.09
-0.32
-1.23
3.7
1.12
-0.59
0.56
0.52
-1.74

0.34
1.46
1.61
1.89
0.81
0.48
0.88
1.24
1.63
0.74
0.57
3.11
1.18
0.8
0.81
1.08
1.13
0.85
0.45
0.91
1.94
0.66
1.12
0.88
0.57
1.67
0.85
2.23
0.86
4.37
2.08
0.65
3.52
0.54
3.04
0.83
0.39
0.51
0.36
2.53
1.98
0.79
1.13
1.08
0.35

-1.82
1.04
1.29
2.34
-0.29
-1.17
-0.1
0.82
1.07
-0.35
-1.73
2.74
0.5
-0.18
0.06
0.34
0.49
-0.39
-0.98
-0.29
1.98
-1.44
0.49
-0.25
-0.98
1.86
-0.25
2.04
-0.36
3.42
1.76
-0.87
3.42
-2.09
2.96
-0.58
-1.18
-0.73
-1.03
3.55
1.65
-0.27
0.53
0.32
-1.52

78
79
80
Average

42
44
31
36

56
56
56
55

1.08344
1.2817
0.14553
0.63817

0.31078
0.31989
0.27773
0.3032

0.49
1.59
1.16
1.04

-1.74
1.61
0.7
0.04

0.35
1.25
1.15
1.14

-1.52
0.64
0.58
0.2

<표 Ⅳ-3>를 보면 20번, 26번, 36번, 41번, 44번, 53번, 65번, 72번,
79번 응답자의 Infit 값이 적절한 허용 범위(1.33 부근)를 넘어섰으며
T점수 역시 2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Infit 값이 2
이상으로 허용치를 크게 벗어난 72번, 65번, 26번, 20번 학생들의 응
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개별 학생들의 응답 내용 및 능력
수준 분석을 위하여 개별 분석 지도(Person Diagnostic Map, Kid
Map)을 살펴볼 수 있다.
Infit 값의 허용치를 가장 많이 벗어난 72번 학생(Infit 값 2.29)의
개별 분석 지도는 다음 <표 Ⅳ-4>과 같다. 개별 분석 지도에서는 우
측 상위와 좌측 하위를 관통하는 대각선의 선을 그린 뒤(<표 Ⅳ-4>
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 선 밖에 위치하는 문항이 많을수록 응답자
의 능력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응답이 많음을 뜻한다.
72번 학생의 능력은 0.3으로 응답자 전체 평균 능력보다 약간 낮
은 중위권 수준이다. 72번 학생의 능력 수준과 일치하는 문항은
‘B3 자기일치, D2 열망, D3 자기일치, D3 열망’ 이다. 따라서 이
수준의 문항보다 쉬운 문항은 모두 상위 수준의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그러나 B2 열망 문항과 B2 이해, C3 열망, C3 이해 문항에서
2점을 얻지 못하였다.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하여 진행
한 인터뷰 결과 B2 문항(책임의 심화된 딜레마 제시 문항, 즉 ‘만
일 이번 과제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했으나 다음 번 과제도 그
친구와 해야 하는 경우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선생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기 일치의 의지 없이 외재적으로 주
어진 권위자에 기대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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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및 열망에서 낮은 점수로 채점(scoring)되었다. 또한 D1-1 자기일
치 문항은 난이도가 해당 학생의 능력수준보다 높지만 2점(‘나는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
의 이름을 말하겠다.’는 선택지)을 받았다. 해당 학생이 응답한 내
용은 도덕적 자기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터
뷰 과정에서 제시된 딜레마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달
라는 연구자의 요구에 ‘학교에서 연필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다
시 제자리에 두었다.’라고 응답하였다. 해당 학생은 딜레마 상황
결정에 있어 다양한 고려(친구 및 스마트폰 주인의 입장 등)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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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72번 학생의 개별 분석 지도
Kidmap
Student
Ability
Infit ms
Outfit ms

: 72
: 0.3
: 2.293 t stat: 3.702
: 2.531 t stat: 3.546

------------Level Responded------------------Next Level------------------C1-1/2 자기일치.2

A1-1/2 자기일치.2

D1-1/2 자기일치.2
B1-1/2 자기일치.2
B1-1/2 자기이해.2 C2 자기일치.2
D1-1/2 자기이해.2

C2 열망.2
A3 자기일치.2
A3 열망.2

C1-1/2 자기이해.2
A1-1/2 자기이해.2 A2 이해.2 A2 열망.2
B3 자기일치.2

XXX

D2 열망.2 D3 자기일치.2 D3 열망.2
B3 열망.2 D2 이해.2

B2 열망.2

A1 이해.2

B2 이해.2 C3 열망.2

D1 이해.2

C3 이해.2

B1 이해.2
B1-1/2 자기이해.1 C1 이해.2

Each row is 0.255 log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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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학생의 개별 분석 지도인 <표 Ⅳ-5>을 살펴보면 능력수준
은 0.894로 평균(0.634)정도이며 문항 난이도로는 A1-1/2 자기이
해, A2의 이해, A2의 열망 문항과 일치한다. 65번 학생은 자신의
능력수준보다 쉬운 문항인 C3 열망과 C3 이해, D1 이해 문항에
서 0점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골랐다. ‘배려’ 문항 세트에서 65
번 학생은 자신의 관련된 경험을 회상하며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셨을 때 아빠께 비켜드려야 하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해서 안
비켜드린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노약자 등에게 자신의 자
리를 양보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으나 부모님 등의 어른의 결정에
자신의 도덕적 이해와 열망을 대신 맡겨버리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학생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적인 고민이나 위기
없이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성
실 문항 자기일치 및 열망(65번 학생의 능력보다 높은 난이도의
문항들)에서는 2점을 득점하였다. 이 학생에게 있어 ‘성실’의
가치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한 후에 확립된 정체
성 개념이 아니라 주변의 어른 및 규율에 착실하게 따르는 의미
로서 ‘성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규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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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65번 학생의 개별 분석 지도
Kidmap
Student
: 65
Ability
: 0.894
Infit ms
: 2.033 t stat : 2.595
Outfit ms : 3.523 t stat : 3.417
-------------Level Responded-----------------Next Level--------------A1-1/2 자기일치.2 C1-1/2 자기일치.2

D1-1/2 자기일치.2
B1-1/2 자기일치.2
B1-1/2 자기이해.2 C2 자기일치.2
C2 열망.2 D1-1/2 자기이해.2
A3 자기일치.2
A3 열망.2
C1-1/2 자기이해.2
A1-1/2 자기이해.2 A2 이해.2 A2 열망.2

XXX

B3 자기일치.2
D2 열망.2 D3 자기일치.2 D3 열망.2
B2 열망.2 B3 열망.2 D2 이해.2
A1 이해.2 B2 이해.2

C3 열망.2
C3 이해.2 D1 이해.2

B1 이해.2
C1 이해.2

Each row is 0.255 log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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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학생의 경우 능력 수준이 1.083으로 평균보다 약간 상회
하며 C1-1, 2 문항의 자기이해 난이도와 동일하다. 해당 학생은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난이도가 높은 책임 영역의 자기일치 및
자기이해, 정의 영역의 자기이해, 성실 영역의 자기일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능력 수준보다 하위 난이도를 지닌 정
의 문항의 자기일치, 열망 문항에서 0점을 받았기 때문에 부적합
(missfit) 반응으로 간주되었다. 해당 학생은 성실, 배려, 책임 문
항에서 제시된 딜레마와 흡사한 상황들을 경험하였으나 정의 문
항 딜레마는 겪어본 적이 없으므로 선택지에서 ‘잘 모르겠다.(0
점으로 점수화)’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딜레마의 추가 설
명이나 조금 변형된 상황을 제시한다면 해당 응답자의 알맞은 응
답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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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26번 학생의 개별 분석 지도
Kidmap
Student
: 26
Ability
: 1.083
Infit ms
: 2.117
t stat :
2.606
Outfit ms
: 2.356
t stat :
2.081
-----------------Level Responded--------------------Next Level---------------A1-1/2 자기일치.2 C1-1/2 자기일치.2

D1-1/2 자기일치.2
B1-1/2 자기일치.2
B1-1/2 자기이해.2

C2 자기일치.2

D1-1/2 자기이해.2

C2 열망.2

A3 자기일치.2
A3 열망.2
C1-1/2 자기이해.2

XXX

A1-1/2 자기이해.2 A2 이해.2 A2 열망.2
B3 자기일치.2
D2 열망.2 D3 자기일치.2 D3 열망.2
B2 열망.2 B3 열망.2

D2 이해.2

A1 이해.2 B2 이해.2

C3 열망.2

C3 이해.2 D1 이해.2
B1 이해.2
C1이해.2

Each row is 0.255 log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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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학생의 경우 능력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성실성 문
항에서 전체적으로 2점을 획득하였으며 능력 수준보다 난이도가
낮은 책임 문항에서 0점을 획득하였다. 해당 학생과 인터뷰를 진
행한 결과 성실성과 관련된 실제 경험한 사례와 관련하여 ‘평소
친구와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숙제 등을 미루고 하지 않은 경험
이 종종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성실성과 관련된 응답자의 검사
지 반응은 실제 인터뷰 결과와 상반되며 검사지의 응답이 거짓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책임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최근 모둠
활동을 할 때 의견이 맞지 않는 친구와 과제를 해결하다가 과제
결과도 좋지 않고 선생님께도 꾸중을 들은 경험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책임과 관련된 딜레마에 최근 경험이 개입함으로써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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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20번 학생의 개별 분석 지도
Kidmap
Student
: 20
Ability
: 0.139
Infit ms
: 1.962 t stat : 3.243
Outfit ms : 1.859 t stat : 2.564
--------------Level Responded---------------------Next Level-----------------C2 열망.2

B1-1/2 자기일치/2 B3 자기일치.2

B1-1/2 자기이해.2
D3 자기일치.2
D1-1/2 자기이해.2
A1-1/2 자기이해.2 A2 이해.2 A2 열망.2
C1-1/2 자기이해.2
A3 열망.2
D3 열망.2
D2 열망.2
XXX
C3 열망.2

B2 열망.2

D2 이해.2

B3 열망.2
B2 이해.2

A1 이해.2

B1 이해.2

C3 이해.2

C1 이해.2
D1 이해.2

Each row is 0.255 log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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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해석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문제와 사전 검사와 본 조사 시행 및
분석에 따른 함의는 측정 도구의 타당화 측면과 측정 결과 분석
측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측정 도구 타당화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의 도덕적 정체
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는 적절하고 정확한 방법임을 뜻한다. 특
히 본 연구의 측정도구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실을
반영한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응답자의 생각과 행동
을 고르도록 순위선다형 선택지를 제시한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 결과 분석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
라 초기 청소년기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판단
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자기 이해의 경우 데이먼의
연구에서 상위 수준에 속했던 심리적(psychological self) 자아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이 평균 수준이었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80명의 학생들 중에서 도덕적 용어를 사용하여 자
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이 40명 정도 존재했다. 도덕적
열망 또한 도덕적 자기 이해와 비슷한 수준(평균 정도의 학생들
이 도덕적 열망을 갖추고 있음)이었으며 도덕적 자기 일치를 가
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들이 도덕성을 자아의 가장 핵심부에 위치시키는 도덕적 발달 단
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도덕 수업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보다
는 도덕적 자기 이해와 도덕적 열망, 도덕적 자기 일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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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덕적 자기 일치의 위계성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Ⅳ장 2절 1항에서 도덕적 자기 일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에서 선택지의 긍정반응을 두 단계로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학생들이 ‘무반응’과 ‘긍정 반응’
사이의 중간 단계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선택지의 정도
(degree)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상정
한 도덕적 정체성의 가장 상위 하위 요소인 도덕적 자기 일치의
수준이 세분화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셋째, 정확한 측정 도구의 적용을 위해 응답자들의 검사 응답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별 학생의 문항 반응 그래프(Ⅳ장
2절 4항)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하나 도덕
적 자기 일치와 도덕적 자기 이해 문항에서 상위 수준 선택지를
고르는 경우가 존재했다. 본 조사의 대상자인 80명 중에서 4명의
응답자가 부적절(missfit) 반응을 보였으며 모든 응답자들의 부적
절 반응은 딜레마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좀 더 정
확한 측정 도구의 활용을 위해서는 딜레마 상황을 글로 제시하되
검사 진행자의 부연 설명과 즉각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조사에서는 성실·배려·책임·정의 롸잇맵(Wright
Map)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여 각 도덕적 가치별로 학생들의 능
력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네 가지 도덕적 가치 중에서 책임
과 정의보다 성실과 배려 문항의 난이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단편적으로 책임·정의적 가치가 성
실·배려의 가치보다 더욱 내면화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
다. 각 문항에서 제시된 딜레마들이 내포한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본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지역적·시기적 국한성에 의해 도출

- 106 -

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 별로 학생들
이 내면화된 정도가 다르다면 각 가치 별로 다른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추가 응답 자료(data)들을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다섯째,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구인 요소로서 도덕적 이해 및
자기 이해, 도덕적 열망, 도덕적 자기 일치에 위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준 1의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력이 전제되어
야 수준 2로 상향할 수 있으며 수준 2의 도덕적 자기 이해와 도
덕적 열망이 수준 3의 충분조건임을 Ⅳ장 2절 1항의 롸잇맵
(Wright Map)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정체성이 형
성된 수준에 따라 도덕적 행동이 표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지
에 대한 경험적 반증은 본 연구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이 도덕적 동기화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
는 중요 이론임을 감안할 때,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해 도덕적 정
체성의 하위 구인 요소들과 도덕적 행동 간의 연계성을 밝힌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
을 것이다.

3.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 개발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 개발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도덕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자기일치

(self-consistency)의 정도(degree)를 세분화할 수 있다. 앞서 Ⅳ장
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의 자기
일치 문항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반응으로 선택하였다. 부정반응
과 무반응에 응답한 학생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 사후 면접(exit interview) 결과 긍정적인 반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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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가 존재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단순히 해당 도덕적 가
치를 따르는 자신 또는 친구의 모습이 자랑스럽거나 뿌듯하다는
서술과 함께 해당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자신 또는 친구의 모습
에 ‘호감이 간다.’와 같은 낮은 위계의 도덕적 자기일치를 설
정할 수 있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 하위 요소들이
어느 정도로 발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서 Ⅳ장에서 살펴
보았듯 모든 도덕적 가치 측면에 있어 도덕적 자기 일치 문항의
난이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덕적 자기 이해, 그 다음
으로 도덕적 열망, 마지막으로 도덕적 이해의 난이도가 가장 쉽
게 나타났다. 즉,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그것을 따르려는 도덕적 열망과 도
덕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도덕적 가치를 자
아의 중심에 위치시키지는 못한다.
셋째,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서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후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 기제를 알아낼 실마리를 제공한
다. 종전에 연구되었던 도덕적 정체성 이론과 그에 매료된 많은
학자들의 경험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동기화 기제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한 하위 구인으로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자기 이해,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열망을 설정
하여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의 형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초기 청소년들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으며 도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자 노력하며 도덕적
가치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음
을 규명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확장·적용한다면 도덕적 정체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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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정을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덕 교과의 역할 및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교육활동은 인성교육과 접
목해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인성교육은 특정 교과의 전유물로 인
식되기 보다는 범교과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이철주, 2017:
206).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과로서 도덕 교과의 특수성과 중요도가 등한시될 수 있
다.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학교 도덕 교육에서 도
덕적 정체성 형성은 핵심 지도 요소가 될 수 있다. 도덕적 정체
성 교육은 타 교과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도덕 교과가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실천적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 도덕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감정의 조
절과 표현’‘자기행동에 대한 책임감’, ‘자긍심과 자기계
발’,‘절제하는 생활’등을 학습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서 도덕적 정체성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과
자기 계발’등이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듯하다(김정효, 2014:
1336).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형성해주기 위하여
교육 내용의 보강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
은 본 절의 도덕 교과 교육적 함의 부분에서 후술할 것이다.
다섯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data) 분석을 통한 도덕 교
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모형과 분석 프로그램
들은 실증적인 검증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최근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증거기반

실천

(Evidence-Based Practice)은 교육 방법론이나 정책에 있어 그 실
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증거기반 도덕교육은 도
덕교육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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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학교 현장 기반의 도덕교육 실천을 강
화하여, 도덕교육 연구의 과학화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보
람, 2019: 3). 도덕교육에 있어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도덕교육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도덕 교과 교육적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의 도덕적 정체성 발달 단계에 맞
는 학교 도덕 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 초기 청
소년기 학생들은 도덕적 이해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도덕적 자기 이해와 도덕적 열망은 어느 정도 형성됨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 도덕 교육은 도덕적 이
해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 도덕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열망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자기 이해 영역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키기 위
해서는 내러티브(narrative) 중심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도덕적
경험에 대해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서술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반성적 사고를 거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한 가치에 대
한 자기 자신의 일관된 관점, 즉 자아 인식을 객관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도덕성이 자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 별로 학생마다 다른 도덕 교
육적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
는 응답자들이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 및 핵심 가치가 내재
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도덕적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며 도덕적 정체성이 효
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도덕적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방법은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정서
가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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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우, 2006: 308-315에서 재인용). 이를 위하여 자기 반성적 사
고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자아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정효, 2014: 1331). 따라서 도덕적 정체성을 형
성하기 위한 교육은 실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를 교육
내용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과 결부된 도덕 교육을 위
하여 각 학생 개인의 내러티브(narrative)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
다. 단순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만으로 구성되는 문자 언어의
제시보다는 학생의 직접적 경험과 결부된 영화나 음악, 만화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 도덕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정체성 형성에 있어 사회적·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이 부
각됨에 따라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학교 도덕 교육의 접근 방법
이 필요하다. 정체성 및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은 개별 학
생들이 위치한 학교의 문화와 규범에 따라 촉진되거나 둔화될 수
있다. 도덕적 자아 형성에 기여하는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파워(C. Power) 및 로버트와 그 동료들(A. Robert et al.)에 의하
여 강조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의롭고 자애로운 학교 풍토
가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자아, 도덕적 행동의 통합을 지
원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도덕 교육 평가에 있어 본 연구의 측정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평가는 수업에서 한시적으로 가르친
내용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에게 내재화된 심리적 특
성을 평가해야한다는 점에서 도덕 교과 평가의 어려움이 존재한
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덕적 정체성 측
정 도구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가 도덕 평
가의 절대적 지침이 될 수는 없다.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기 또는 학년 단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학습이나 탐구 학습,
협력 학습 이후에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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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제안한다. 보조 수단으로서 본 연구의 측정 도구를 활용
한 뒤 학생들에게 환류(feedback)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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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한국적 맥락을 적용한 도덕적 정체성 이론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인 ‘자아’와 도덕성의 긴밀한 통합을
의미한다.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된 학문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
도덕적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스스로를 도덕적 존재로 상정하
고 일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덕적 행동으로
서 발현시킴을 알 수 있었다.
도덕적 정체성은 아동기에 도덕성과 자아가 분리된 채로 존재
하다가 청소년기에 통합되기 시작한다. 청소년기의 자아발달 단
계에서는 특히 타인의 평판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두드러
지며 종국에는 자신의 철학적, 정치적, 도덕적 신념체계를 자기
자신의 중심부에 내재화시킨다.
현재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덕적 정체성의 측정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은 정체성과 도덕성의 결합이라
는 주요한 발달 과업에 당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
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정체성 발달의 단계를 파악하고 그
에 맞는 도덕 교육적 처방을 내리는 것은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 맥락에 부합하는 도덕적
정체성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되던 국내·외
의 도덕적 정체성 측정 이론 및 도구를 살펴보고 적용 및 수정을
거쳐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정체성의 구체적인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기
반 이론으로 블라지(A. Blasi)의 자아모델과 데이먼(W. Damon)의
자아 발달 과정 연구 결과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도덕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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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구인들로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자기
이해,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열망을 설정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은 윌슨(M, Wilson)의 4 구성요소(The Four
Building Blocks) 방식을 적용하였다. 구인 구성도(Construct map)
를 그리고 그에 따라 문항을 개발(Item Design)하고 응답자의 반
응을

범주화

및

채점(Outcome

spaces)한

뒤

측정

모형

(Measurement model)을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잠
재적 특성(latent traits)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문항
의 구성은 먼저 학생들에게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였다. 딜레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실·책임·배려·정의의 가
치들이 각각 드러나도록 제작하였다. 각 딜레마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을 선택한 이유를 순위선다형(ranked
multiple-choice items)으로 고르도록 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회의 사
전 검사를 거쳤으며 사전 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분 점수 모형
(Partial Credit Model)을 통해 롸잇맵(Wright Map)과 문항적합도
(Item Fit)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
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과 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영등포
구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개발된 도덕적 정체성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
(Reliability)는 .85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당도(Validity)는 문항의
적합도(Item Infit)와 개별 학생들의 문항 적합도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아울러 4 구성요소 단계에 따
른 구인 구성도(Construct Map)와 측정 모형 분석 단계의 롸잇맵
(Wright Map)과의 합치성을 규명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
했다.
사전 검사와 본 조사를 거쳐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기의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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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갖는 함의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도
덕적 이해 능력은 매우 높으며 도덕적 열망과 도덕적 자기 이해
의 능력은 중간 수준이며 도덕적 자기일치 능력이 가장 낮다. 둘
째, 응답자들의 도덕적 자기 일치 수준이 다양하다는 추측이 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자기 일치의 문항에서 학생들이
‘부정적/무반응/긍정적’선택지 중에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기일치 문항에서 무반응과 부정적 반응의 빈도보다 긍정적 반
응의 빈도가 현저히 높으며 자기 일치를 측정하는 두 문항 간의
간극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덕적 자기
일치, 즉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는지 아닌지 이분법
적으로 점수화(scoring)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자기일치 수준에
위계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확한 측정 도
구의 적용을 위해 응답자들에게 검사지를 제시할 때 글뿐만 아니
라 구두(oral)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개별 학생들의 문항 적합
도를 확인한 결과 제시글의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넷째, 성실·배려·책임·정의의 가치별로
초기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더 내면화한 경향성이 존
재하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과 정의 문
항이 성실과 배려 문항보다 낮은 곤란도를 보였으나 문항 자체의
난이도 차이인지 학생들 내면화의 차이인지 규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표집에 있
어서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초등학
교 한 곳에서 2018, 2019년도의 5학년과 6학년 학생 중에서 자발
적으로 참여한 학생들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표집 대상의 지
역적, 시기적 국한성이 존재하며 연구 결과의 일반적 적용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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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표집군의 범주에서 벗
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적극성
이 높고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Ⅳ장 1절에서 제시한 SEM 그래프에서 균일하게 하위권
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 연결되는 학생 수준의 분포가 이루어지
지 않았던 이유도 한정적 표집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의 응답 범주화 및 채점 단계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입했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문항 개발 단계에서는 자
문 위원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였으나 응답 범
주화 및 채점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도덕적 정체성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코딩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
고 있는 도덕적 정체성이 블라지의 이론에 따르지만 세부적인 응
답자들의 응답 결과, 즉 각 선택지들이 하위 요소들의 위계를 적
절히 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환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응
답 범주화 및 채점 단계의 객관화를 위하여 추후 전문가의 자문
및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들과 도덕적 행동과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요소들이 얼마나 형성되어있는지를 측정하는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인 구성도에서 위치한 수준이 상향함에 따라 실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지를 확인해보았을 때 도덕
적 정체성이 도덕적 동기화의 요인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정체성의 하위 구인 요소들이 형성되어 있는
정도가 해당 학생들의 실제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공고
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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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덕적 정체성의 측정 문항 개발을 현행 도덕과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는 핵심 가치 네 가지만으로 한정하였다. 성실·책
임·배려·정의 네 가지 가치 딜레마 상황에 대하여 측정한 도덕
적 정체성의 발달 단계 및 하위 구인 요소의 형성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객관성
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적 맥락 및 초기 청소년 발달 단계에 어울리는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교육 현장에서
의 활용을 꾀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도덕적 정체성 국외 연구 결
과들은 번안 투의 단어 선택 및 상황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덕적 정체성만을 측정하기 위한 국내의
측정 도구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정체성 측정 도구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 상황을 생생하
게 담고 있는 딜레마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잠재된 특성(도덕적
정체성)을 실제적으로 검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및 국내의
측정 도구들이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을 채택하는 데 반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순위선다형 측정 도구 형태로 개발하였다. 이
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어휘
력과 이해력을 고려한 결과이며 효과적으로 구인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여겨진다.
둘째, 측정 도구 개발에 있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이론과 프
로그램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4단계 체제(4
Building

Blocks)

방법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구인

(construct)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인 구성도를 그리고 그에 따라
문항을 개발하며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를 범주화(채점)한 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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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측정 모형을 통해 타당화한다. 해당 측정 방법론을 통하여
논리적이고 검증적인 측정도구의 개발이 가능하였다.
셋째, 개정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도덕과의 핵심 가치들을 측
정 문항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가치들이 얼마나 내면화되
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개발 단계에서 각 도덕적 가치
에 따라 일련의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각 도덕적 가치 별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에 따라 어떤 도덕적 가치를 다른 도덕
적 가치에 비해 더욱 자기 자신의 정체성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체성 발달 과정을
규명하고 학교 도덕 교육에서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구체적
인 지도 방법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학술적 의미가 있다.
표집군의 지엽성 및 응답 범주화 및 채점 단계의 객관화,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동기화 작용의 상관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도
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가치들만으로 국한된 문항들이라는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개선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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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Feasibility Study of the Measuring Tools for
Moral Identity
Jung Yi Seul

The main research aims to develop and rationalize the moral
identity measurement tools of early adolescence students in the
country. This study is based on a sense of question that in
order for measurement tools to be used properly, the relevance
of cultural background, context and timing must be reflected.
Moral development is based on experiences that are organized
differently by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which each
individual is placed. It is also likely that adolescents will
experience a rapid development of self-reflection and morality.
Therefore, measurement tools related to morality should also be
developed and utilized within the context of the individual.
However, the existing tools for measuring moral identity were
developed

and

utilized

mainly

outside

the

country,

and

measurement tools outside the country do not properly reflect
the cultural background and context of our country.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text
of Korea, the area where measuring tools are used, should be
included and that the tool should be suitable for the level of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 students who are used.
Measurement tools were developed by applying the sel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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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lasi (A. Blasi) and the self-development step of Damon (W.
Damon). Based on the theory that the person who formed a
moral identity had a moral understanding, willpower, moral
desire, and self-integration, the salvation of measurement tools
was set up in four categories: moral understanding, moral
self-interest, moral self-consolation and moral aspiration. And a
draft of a tool for measuring moral identity was developed using
the four moral values presented in the revised moral and
educational courses: case of dilemma and choice of ranking
multiple

choice

with

respect

to

sincerity,

responsibility,

consideration and justice.
Measurement tools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Four Building Blocks method of M. Wils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this survey were conducted through the steps
of applying a measurement model after drawing a construction
map, developing an Item design, categorizing and grading the
subjects’ responses.
The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30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e preliminary survey, we reconstructed the staffing scheme
and questions of this survey, response categorization, and
scoring step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80 fifth and sixth
graders. Finally, the moral

identity

measurement

tool

was

confirmed by two questions for each dilemma: two questions for
moral understanding, two questions for moral self-interest, two
questions for moral self-consistency and two questions for moral
a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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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ner
consistency of the developed moral identity measurement tool
(Cronbach-alpha value) was relatively high. The reliability value
of the measurement tools developed and utilized in this study is
.85. Second, the validity of this study was obtained through the
Interpretations of the Question (Item Infit), the analysis of
individual

students'

suitability

to

the

Question

and

the

consultation of a group of experts. In addition, the validity of
measurement tools was verified by establishing the consistency
of

the

construction

map

with

the

correct

map

in

the

measurement model analysis phase.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in terms of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 and in terms
of the analysis of the measurement results. Fir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s developed in terms of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s was high, and the moral
identity was measured appropriately and accurately. In terms of
the analysis of the measurement results,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the moral judgment
ability of the early teens in Korea is at a high level, moral
aspiration and self-understanding are at a moderate level, and
moral self-match is at a low leve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erarchy of moral self-consistent levels, which is a
sub-seeking element. Third, for more accurate application of
measurement tools, it is necessary to have additional summation
and question and answer times for the examiner’s dilemma
during the examination. Fourth, there was a tendenc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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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values

(responsibility

and

justice)

to

show

easier

difficulty for respondents in accordance with the moral values
of sincerity, responsibility, consideration and justi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objects to be
collected and to further study them. Fifth, it has been revealed
that hierarchy exists in moral understanding, moral self-interest,
moral

aspiration

and

moral

self-consolation as

sub-seeking

elements of moral identity.
Summing up the practical results of the development of the
moral identity measurement tools discussed above, the limi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ional and temporal limitations
exist in the listings.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researchers could intervene in the response
categorization and scoring phase. Third, it has not been able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components of moral
identity and moral behavior. Fourth, the question of moral
identity developed in this study was developed using the four
key values presented in the revised ethics and curriculum, thus
failing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the measuring tools for other
moral values.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oral identity
measurement tools reflecting the Korean context were sought.
Second, we tried to develop a tool for measuring moral identity
that would suit the developmental stage of early youth. Third,
objective and empirical theories and the use of programs in the
development

of

tools

for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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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identity

were

introduced. Third, the core values of ethics presented in the
revised curriculum were used to confirm the extent to which
moral values were internalized to students. Fourth, the direction
of moral education guiding methodologies was presented to help
shape moral identity according to the core values presented in
the revised ethics and curriculum.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hat we can identify the development process of
moral identity of early teens in Korea and present the guiding
methodology

of

moral

identity

formation

in

school

moral

education. Therefore, it is hop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continue to present more concrete moral education measures for
the formation of mor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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