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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Empathic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on Caring behavior  

Ji-Sun 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인 계형성능력의 향을 알아 으로써 유아교육 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상은 소도시 I시의 4,5세 유아 152명이며, 검사도구는 

배려행동, 공감능력, 인 계형성능력의 질문지를 활용하 으며,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의 률상

계를 분석하고 단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려행동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려행동  가치부여 행동과는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치부여 행동과 공간능력의 하 역인 

기쁨과 심 부담이 정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인 계형성능력 체는 계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  반응성과의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 역에서는 규범  행동과 사회 반응성, 능동 행동과 지시따르기, 가치

부여 행동과 정  상호작용, 정서 행동과 사회 반응성과 가장 높은 정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배려행동  

정서 행동에는 사회 반응성이 정 인 측변인이며, 계형성하기는 부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능동  행동에는 지시따

르기가 정 측 변인이며, 심 부담은 부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규범  행동은 사회 반응성이 정 인 측변인, 계형

성하기와 심 부담 부  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부여 행동에는 정  상호작용이 정  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사회  반응성, 지시따르기, 정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할 것이며, 유아의 계형성능력과 불안의 요소를 이는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으

로 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aring behavior in forming relationships. Subjects included 152 4- and 5-year-old children attending a

kindergarten located in a micropolitan city. Questionnaires required self-reporting by teachers, and were used to 

investigate young children's caring behavior,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Stepwise-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young children's caring behavio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pathic abilit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Second, young children's emotional 

behavior as each domain of caring behavior were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the social

reactivity and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relationship formation. Active behaviors were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follow-up instructions, but negatively affected mental burden. Normative behaviors were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social reactivity, but negatively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the relationship formation and mental burden. Value-contributing behavior in each 

domain of caring behavior were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the positive interaction. 

Keywords : Caring behavior, Empathic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Program development

of Caring behavior program,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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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발 과 유

지를 해서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이 더욱 요시 되고 

있다. 이는 유아기부터 도덕  의식을 함양하고 다른 사

람들을 존 하는 태도와 행동을 습득하기 한 교육  

경험의 제공을 한 노력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양

한 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 할  아는 사람이 

더욱 인정받으며 배려의 가치는  더 커져가고 있다

[1]. 

‘3～5세 연령별 리과정’은 질서, 배려, 력 등의 기

본생활습  지도와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을 두고 

구성되었으며, 교육목표는 자신을 소 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을 두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기 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

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한 배려를 통한 인성교

육이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 

배려란 다른 사람들에게 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의 이익을 요하게 생각하면서 인간 계, 책임과 의무, 

타인 한 심, 동정, 사랑 등의 가치를 내포하는 개념

이다[3]. 배려행동은 상 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의 

어려움이나 필요에 응해주는 조 이며 타인지향 인 

실천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4]. 특히, 배려는 자신을 

아래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만을 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존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서

로의 성장과 발 을 도모하는 것이다[5]. 즉 배려행동이 

실 되기 해서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간의 

상호의존성이 요하므로 유아가 배려행동을 배우고 실

천하기 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 하며 온정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6].

그러므로 배려행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과 다른 사람을 하는 개개인의 

보편 인 심리  지향성을 지니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

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인 인 계형성능력[19]은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

른 사람의 정서상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감능력은 타

인에 한 공격을 억제할 뿐 아니라 타인을 돕고 정의로

운 일을 행하도록 동기화한다[7]. 공감능력이 발달한 유

아는 서로 수용하고 소통하며, 타인 입장을 고려하는 정

서  특성을 지니고 있는[8] 배려행동과 계가 깊을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배려행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계 인식, 입장 생각하기 등의 정서  측면이 가능한 상

태일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비언어  

행동을 사용하여 타인과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

고 정 인 계를 유지, 발 시키는 인 계형성 능

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여 원만한 계를 형성

하고 유지 할 수 있으며, 사회 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나

타내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장과 발

을 도모하는 배려행동과 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타  성향을 함양하는 교육이 쉽지는 않지만 나이

가 어릴수록 새로운 성향을 함양하는 데 유리하므로 배

려증진을 목 으로 하는 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함

[21]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 게 유아교육에서 배려의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유아교육에서 배려에 한 연구는 

배려행동 척도개발[9, 10] 배려증진 로그램 연구[11, 

12]가 있으며, 배려 심의 인성교육 로그램[13]등이 이

루어지고 있다.공감능력에 한 연구는 공감능력과 다양

한 변인과의 계를 밝히는 연구[14, 15, 16, 17]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감능력이 인 계능

력, 사회성, 이타행동들과 같은 친사회  행동과 정 상

이 있으며, 공감수 이 높은 유아일수록 친사회  행

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9], 유아는 공감이 일어났

을 때 한 도움 행 로써 반응한다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14]. 인 계형성능력에 연구들은 련 변인

[18]에 한 연구와 인 계 형성능력에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19]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배려행동과 공감능력, 

인 계형성능력은 서로 한 련이 있는 변인임을 추

론할 수 있으며, 공감능력과 인 계형성능력은 배려행

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타인의 정서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사회  상호

작용을 진시켜주는 요소로서 타인의 행동을 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감능력[22]과 타인과의 계에서 성공

인 인 계를 해 필요한 기술  능력인 인 계

형성능력[19]은 유아들의 배려행동과 한 련이 있

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를 밝히는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 

인 계형성능력의 향을 알아 으로써, 유아교육 

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탐색

하고 이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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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아의 공감능력, 인 계형성능력, 배려행동 

간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공감능력, 인 계형성능력이 배려행

동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소도

시인 I시의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심으로 이루어졌

다. 연구 상 유아는 4세 유아 69명(45.%), 5세 유아 83

명(54.6%)이며, 담임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배려행동

유아의 배려행동을 측정하기 하여 Lipman[23]이 

제시한 배려  사고의 유형  특성을 근거로 이춘희

(2008)[24]가 개발한 유아들의 행동에 한 배려  사고 

문항들을 한명숙(2013)[1]이 ‘배려  사고’에서 ‘배려행

동’으로 용어를 수정·보완하고, 정서  행동, 능동  행

동, 규범  행동, 가치부여  행동의 4개 하 역, 총 

32문항으로 수정한 검사도구를 그 로 활용하 다. 검

사방법은 유아의 평상시 행동양식을 잘 알고 있는 담임

교사가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의 1 에서부

터 ‘매우 그 다’ 에 5 을 부여하여 5  척도로 평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배려행동이 높음을 의

미한다. 배려행동 검사도구는 정서  행동 11문항,  능

동  행동 8문항, 규범  행동 6문항, 가치부여 행동 7

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배려행동 신뢰도 체는 Cronbach’ɑ .96로 나타났으며, 

정서  행동 Cronbach’ɑ .92, 능동  행동 Cronbach’ ɑ 

.89, 규범  행동 Cronbach’ɑ .88, 가치부여 행동 

Cronbach’ɑ  .84으로 나타났다. 

2.2.2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Bryant(1982)[25]가 제작한 척도를 참고로 연진

(1987)[15]이 제작한 것을 최수랑(2002)[26]이 만5세반 

유아에게 교사가 질문하여 답하는 질문형으로 수정하

고, 이것을 만 5세반 유아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림카드를 제작하여 보조도구로 함께 사용한 강

민주(2010)[27]의 공감능력 척도를 수정한 이효주

(2013)[28]의 연구도구를 그 로 활용하 다. 공감능력

은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고, 채 기 은 ‘그 지 않다’는 

0 , ‘보통이다’ 1 , ‘그 다’ 2 , ‘매우 그 다’에 3

을 부여하 으며, ‘그 다’와 ‘그 지 않다’를 확실하게 

표 하도록 하기 해 먼  ‘그 다’와 ‘그 지 않다’를 

표 한 후 ‘그 다’로 표 한 경우 큰 원을 선택하는 경

우에는 ‘매우 그 다’로, 간 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다’로, 작은 원을 선택하는 경우 ‘보통이다’로 구분

하 다. 수가 높은 유아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유아 공감능력 검사도구는 슬픔 3문항, 심 부

담 5문항, 기쁨 5문항, 불안 5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

성되어있고,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 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5 으며, 문항별로 슬픔이  Cronbach‘ 

ɑ .67이며 심 부담 Cronbach’ ɑ .72, 기쁨 Cronbach‘ 

ɑ .72, 불안 Cronbach’ ɑ .72로  나타났다.

2.2.3 대인관계형성능력

유아 인 계형성능력 검사는 NICHD(1996)[29]에 

의해 개발된 Social Competence 척도를 기 로 김성민

(2009)[20]이 재구성한 교사용 인 계형성능력 검사

도구를 그 로 활용하 다. 인 계형성능력 검사도구

는 계형성하기, 사회 반응성, 지시따르기, 정  상

호작용의 4개 하 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검

사방법은 담임교사가 유아의 평상시 행동을 찰 한 후 

각 문항마다 제시되어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체크하고 

수는 1 에서 4 까지 4  평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

록 유아의 인 계형성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 계형성능력 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1, 계형성하기는 Cronbach’s α  .65로 

비교  낮은 신뢰도가 나타났지만 문항 수가 음을 고

려한다면 수용가능하다고 단하 다. 사회 반응성은 

Cronbach’s α, 82, 지시따르기  Cronbach’s α,  .89, 

정  상호작용  Cronbach’s α .79로 나타났다. 

2.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의 변인별 특성을 알아보

기 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유아의 배려행동과 

공감능력  인 계형성능력의 계를 알아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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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Pearson의 률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인 계형성능력의 

향을 알아보고자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해 변량

팽창계수(VIF), Durbin-Watson값을 산출하 다. 변량팽

창계수(VIF)는 1.000～1.498 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1.36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 값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2에 근 하므로 자기상 이 

존재하지 않는 수 으로 단되어 단계  회귀분석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결과 및 해석

3.1 유아의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과 

배려행동의 관계

유아의 배려행동, 공감능력, 인 계형성능력의 

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

려행동 체는 의미있는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r=.107, p>.05). 하 역에서는 가치부여 행동이 공

감능력 체와 정 상 이 나타났으며(r=.208, p<.05), 

가치부여 행동은 공간능력의 하 역인 기쁨(r=.253, 

p<.01)과 심 부담(r=.172, p<.05)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인 계형성능력 

체는 정 상 이 나타났다(r=.452 p<.001). 특히 사회

반응성에서 가장 높은 정 상 이(r=.478, p<.001)나

타났다. 하 역에서는 규범 행동과 사회 반응성

(r=.627, p<.001), 능동 행동과 지시따르기(r=.476, p<.001), 

가치부여 행동과 정 상호작용(r=.364, p<.001), 정

서 행동과 사회 반응성(r=.400, p<.001)에서 정 상

이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려행동 체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려행동  가치부여 행동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치부여 행동과 

공간능력의 하 역인 기쁨과 심 부담이 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인 계형성능력 체는 계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  반응성과의 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하 역에서는 규범  행동과 사회 반응성, 

능동 행동과 지시따르기, 가치부여 행동과 정  상

호작용, 정서 행동과 사회 반응성과 가장 높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Relationship of Caring Behavior, 

empathic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N=152)

Caring behavior

Emotional 
behavior 

Active  
behavior

Normative 
behavior 

Value-contri
buting  

behavior 
Total

Empa  

thic

ability

Sadness .160  .123  .033  .094  .125

Mental 

burden 
.029  .052  .077  .174

*

 .082

Pleasure .026  .033  .114  .253
**

 .101

Anxiety -.016  -.018  .098  .094 .032

Total .054  .055  .109  .208
*

 .107

Interpers

onal 

compete

nce in

Forming 

relations

hips

Social 
Reactivity 

.400
***

.382
***

.627
***

.338
***

.478
***

Follow-up 
instructions 

.301
***

 .420
***

.451
***

.322
***

.408
***

Positive 
interaction 

.243
***

 .344
***

.321
***

.364
***

.345
***

Relationship 
formation 

.011  .137 .104 .180
*

.107

Total .346***  .416
***

 .527
***

.371
***

.452
***

***

p<.001,  
***

p<.01, 
*

p<.05

3.2 유아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배려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인 계형성

능력의 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2와 같다. 유아의 배

려행동의 하 역인 정서  행동에는 사회 반응성이 

15.5%로 가장 높은 향력(F=27.875, p<.001), 계형

성하기는 3.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19%의 향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8.237, p<.001). 능동  

행동에는 지시따르기가 17.1%로 가장 높은 향력을 가

지고(F=31.217, p<.001), 심  부담은 3.2%를 추가하여 

총 20.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19.705, p<.001). 규범  행동은 사회 반응성이 

38.9% 가장 높은 향력을 가지고(F=94.652, p<.001), 

계형성하기는 4.4%를 추가하여 총 43.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103, p<.001), 심  부담

은 1.3%를 추가하여 총 44.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F=40.479, p<.001). 가치부여  행동에는 

정 상호작용이 12.7%의 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36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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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ffect of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on 

Caring behavior                      (N=15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eta SE

R
2 ads R2 F

Emoti
onal 
behavi
or 

(constant)
social reactivity 

28.24
.34 .40

2.18
.07

.160 .155 27.875***

(constant)
social reactivity 

relationship formation

31.28
.44
-.99

.51
-.23

2.42
.07
.36

.201 .190 18.237***

Active 
behavi
or

(constant)
follow-up instructions 

20.76
.35 .48

1.42
.05

.176  171 31.217***

(constant)
follow-up instructions 

mental burden 

20.37
.45
-.30

.62
-.25

1.38
.06
.09

.214 .203 19.705***

Norma
tive 
behavi
or 

(constant)
social reactivity 

12.30
.31

.63
1.06
.03

.393 .389 94.652***

(constant)
social reactivity 

relationship formation

14.18
.37
-.61

.74
-.24

1.15
.03
.17

.441 .433 7.103***

(constant)
social reactivity 

relationship formation
mental burden 

13.92
.38
-.47
-.15

.78
-.19
-.15

1.15
.03
.18
.07

.457 .446 40.479***

Value-contrib
uting 

behavior  

(constant)
positive interaction 

20.17
.32

.37
1.37
.07

.133 .127  22.369***

***
p<.001 

배려행동의 하 역 정서  행동에는 사회 반응성

이 정 인 측변인이며, 계형성하기는 부  측변인

임을 알 수 있다. 능동 행동에는 지시따르기가 정  

측변인이며, 심 부담은 부  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규범  행동은 사회 반응성이 정  측변인, 계형성

하기와 심 부담 부  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치부

여 행동에는 정  상호작용이 정  측변인으로 나

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

력과 인 계형성능력의 향을 알아 으로써 유아교

육 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에 따라 이루어진 연

구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결론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

려행동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려행동  

가치부여 행동과는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가치부여 행동과 공간능력의 하 역 기쁨과 심

부담이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려행동을 친사회  행동으로 간주할 

때 공감수 이 높은 유아일수록 친사회  행동을 나타내

는 경향이 있었던 연구결과[4, 5, 6] 반 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는 공감이 일어났을 때 한 도움

행 로써 반응한다[15]는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쁨과 심

부담의 하 역과 배려행동이 련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배려행동  가치

부여 행동이 기쁨과 심 부담과 련이 나타난 결과는 

래가 스스로 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인정을 잘해

주고 자신이 요하게 생각하여 심을 가지고 소 히 

여기는 것에 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타인에 한 심

이나 염려를 나타내는 가치부여 행동은 유아의 공감능

력  타인에 한 기쁨이나 심 부담에 향을 주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인 계형성능력 체는 계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  반응성과의 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하 역에서는 규범  행동과 사회 반응성, 

능동 행동과 지시따르기, 가치부여 행동과 정  상

호작용, 정서 행동과 사회 반응성과 가장 높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려행동과 인 계형성능력이 정 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배려행동이 친사회  행동의 한 형태

로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의 성장과 가능성을 

돕기 해 헌신 이고 책임감 있게 돌보는 행 [30]이므

로 타인을 배려하기 해서는 인 계에서의 민감성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31]를 지지해 주는 객 인 결과

로 볼 수 있다. 

배려가 실천되기 해서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

는 사람간의 상호의존성이  요하므로 유아가 배려행동

을 배우고 실천하기 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

하며 온정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인  환경의 보살

핌과 지원이 필요하기[6] 때문에 배려행동과 인 계형

성능력은 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배려행동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인 계형성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배려행동  정서 행동에는 사회 반응성이 

정 인 측변인이며, 계형성하기는 부  측변인으

로 나타났다. 능동  행동에는 지시따르기가 정 측 

변인이며, 심 부담은 부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규

범  행동은 사회 반응성이 정 인 측변인, 계형성

하기와 심 부담 부  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치부여 행동에는 정  상호작용이 정  측변인으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

423

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 행동과 규범 행동에는 사회 반응성

이 정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반응성이 

규칙을 따르거나, 다른 유아와 공유하기. 동하여 놀기, 

놀이에 한 제한 수용하기, 좌 에 한 반응하기 등으

로 다른 유아와 사회 인 규칙이나 래들과 정서 으로 

교류하는 인 계형성능력이므로 유아의 정서 인 행

동과 규범  행동의 배려행동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 행동과 규범 행동에 하여 계형성하기는 

부 인 향을 주는 것은 본 연구에서 계형성하기의 

내용이 자기소개하기, 다른사람의 이름사용하기 등 단순

한 내용으로 부 인 향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

으며, 유아의 능동  행동과 규범  행동에는 심 부담

이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유아가 타인에게 배려행

동을 실천하기 해서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배려가 

필요한 상황을 악하는데 민감해야 한다는 의견[31]에 

비추어볼 때 유아가 타인에 하여 느끼는 심 부담은 

유아의 능동 행동과 규범 행동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의 배려행동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 

시 유아의 단순한 계형성하기와 심 부담을 주는 내용

은 배제되어야 함을 시사해 다. 

능동 행동에 향을 미치는 지시따르기는 상 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타인이 원하는 형태의 행동을 취하

여 주는 것이므로 이는 유아의 배려행동  유아가 타인

에 하여 좀 더 능동 으로 행동하는데 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가치부여 행동에는 정  상호작용

이 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유아가 배려행동을 실천

하기 해서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한 언어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는 연구[31]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아의 래 계가 좋

을수록 배려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래간의 상호

작용이 증가하면서 자기 심  사고가 감소되고 친 감

이 높아져 타인과의 계에서 서로를 존 하고 배려하는 

수 도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한 연구[4]와도 유사한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배려행동 증진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 시 사회  반응성, 지시 따르기, 정  상

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유아

의 계형성능력과 불안의 요소를 이는 내용을 구성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단되며, 더불어 이러한 내용이 포

함된 그림책 읽기, 동극 활동. 력  활동 등을 개한

다면 유아들의 배려행동 증진에 정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지각에 기 한 자기보고

식 설문지를 사용한 양  연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 지

만 후속연구에서는 질 인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보다 심

층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배려행동을 향

상시키기 한 로그램을 구성할 때 사회  반응성, 지

시따르기, 정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

야할 것이며, 유아의 계형성능력과 불안의 요소를 

이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배려행동증진에 한 향을 검

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유아의 배려행동에 향을 미치는 

유아의 행동에 한 심층 인 상학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유아의 배려행동 형성에 한 시사 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배려

행동, 공감능력과 인 계형성능력의 계를 알아보고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인 계형성능력의 

향을 알아 으로써 유아교육 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 

증진에 한 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배려행동

에 향을 미치는 공감능력과 인 계형성능력에 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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