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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cyclical

empathy model-based empathy enhancement program on young children's

empathy, peer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Methods: A total of 40 subjec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rom 5-year-old

children attending S Day Care Center located in Seoul, out of whom 20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remaining 20 to a comparative group

(control group). The SPSS 21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mplementation.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s between

the pre and post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which showed that the cyclical empathy model-based empathy enhancement

program was effective for the young children's empathy, peer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f a young children's

empathy enhancement program can be applied to child care sites to help the

teachers in the field children can overcome empathy-related difficulties by

themselves. This study also provides basic information in order to have

meaningful educational experiences in young children's education institutions.

❙key words cyclical empathy model, empathy, peer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Ⅰ. 서 론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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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내적인 경험

을 대리적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공감능력은 긍정적 인간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 매체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의 사건이 일어나는 보도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

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태훈(2015)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화

로 인한 현실이 인간소외, 관계 단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대안이

공감 능력이라고 했다. 이처럼 공감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기능으로 작용하며(Decety & Jackson,

2004), 인간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공감능력은 타고 나며, 우리 두뇌 속에서 아

주 어릴 때부터 개발된다(Krznaric, 2014).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이타적 행동의 발현으로 원만한

관계 구성과 바람직한 사회적응을 돕는 공감능력의 발달은 유아가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

장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Howe(2013)는 유아가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감성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가 공감능력을 기르는 최적의 시기라고 하였다(조수연,

2017). 또한 3~5세 누리교육과정에서 유아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

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더

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5). 이처

럼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은 타인의 정서이해, 행동 문제의 최소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감소와

더불어 자아존중감, 친사회적 행동, 도덕성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Batson,

Fultz, & Schoenrade, 1987). 반면 유아의 공감능력 결함은 공격성, 폭력 등의 외현적으로 나타나

는 문제(Miller & Eisenberg, 1988)와 또래 적응이나 따돌림과 같은 또래 관계의 어려움(류현강,

2015)이 야기됨으로 공감능력을 주목하게 된다.

이에 공감(Empathy)은 단일차원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

(Broke, 1971; Davis, 1980)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공감은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

소통적 요소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요소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이나

계열을 통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아의 공감능력증진에

적합한 교수학습모형으로 순환적 공감모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한다. Barret-

Lennard(1981)의 순환적 공감모형은 공감에 대해 보다 분화된 수준의 연구를 위해 제안한 모형

으로 공감적 주의집중, 공감적 공명, 표현된 공감, 지각된 공감, 공감의 순환 다섯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순환적 공감모형(Barret-Lennard, 1981)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여러 수준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공감적 주의집중’으로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 2단계

는 ‘공감적 공명’으로 상대방의 입장과 경험을 내적으로 이해하는 단계, 3단계는 ‘표현적 공감’

으로 상대방에게 공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단계, 4단계는 ‘지각된 공감’으로 상대방

에게 공감 받은 정도에 대한 인식 단계, 5단계는 ‘공감의 순환’으로 계속적으로 공감적 주의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내용을 더한 확장된 형태의 공감 순환과정이다. 순환적 공감모형은 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해하는 공감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공감한 바를 상대방에게 언

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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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그림책 속의 상황을 느끼는 대로 이야기 해 보고,

공감되는 내용을 또래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자신이 느낀 정서로 상황을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극 놀이 경험과 또래 간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아는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또래 관계를 맺으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능력과

지식을 기르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Shaffer(2000)에 의하면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유사한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동일한 연령과 행동의 인지적 수준이

비슷한 사회적 동격의 존재로 또래를 정의하였다. 유아기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

로서 또래관계는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고, 유아들 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할 수 있는 또래 유능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

술이다(Harter, 1983).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있어 공감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능력(Redmond, 1989)으로 김창순(2012)에 의하면 유아 간의 공감능력이 또래와의 관계

맺음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또래의 감정

이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또래 간 ‘우리’ 라는 관계 속에서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한 일이다. 박주희와 이은해(2001)

는 또래 유능성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을 제시하였다. 공감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고(김민선, 2010), 공감 훈련이 또래 간에 갈등을 해결

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났으며(김형회, 2005),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권기남, 2017)는 유아기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간명주(2016)

는 유아의 공감능력, 정서조절전략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타인

의 기분을 이해하고 타인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많이 경험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하

다고 하였다. 즉, 사회화의 과정에서 유아의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경

험하는 또래관계에서 유능성을 발휘하게 하는 요인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감능력, 정

서지능과 함께 또래 유능성 증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 형성의 긍정적

인 경험과 또래 간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

회와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감은 타인의 역할이나 조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대상의

정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리적 경험으로서의 정서적 요소, 타인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느낀 후 표현하는 의사소통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정서지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서란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등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그에 따라

생리적, 신체적 변화를 포함하는 분화된 감정(임미혜, 문미옥, 1999)으로 Salovey와 Mayer (1990)은

정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보았다. 유아들이 성장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Gopnik, A., & Schulz, L., 2007). 정서조절능력을 잘 하는 유아는

친구 관계가 원만하며,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높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한준아, 김지현,

조윤주, 2017),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분노, 걱정,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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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충동적,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고, 사회․정서

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한유진, 2006).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는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

게 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면서 성장하게 된다(Petrides, Sangareau, Furnham &

Frederikson, 2006). 한종순(200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감 능력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정서지능과 그 하위 요인 중 정서인식과 감정이

입, 정서활용, 정서조절 능력이 유의하게 높다고 밝혔다. 정수경(2000)은 언어적 반응으로서 공감

전달이 정서표현 갈등을 감소시켜준다고 보고하여 공감이 정서표현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능력, 또래 유능성,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으며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감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외 공감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대부분 초․중등 학생 이상을 대상(고소미, 2007; 김광수, 김경집, 2008; 이은희, 이효자, 2014)

으로 개발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유아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유아 대상의 경우 그림책을

읽어주고 연계하여 단일 활동(극화놀이, 이야기 나누기, 표상 활동, 토의 활동)으로 공감능력 증진

(정하나, 지성애, 2015; 이보영, 2016; 이미상, 2017; 최지선, 2018)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순환적으로 실행한 공감능력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한 권의 그

림책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되는 활동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다. 정하나와 지성애(2015)는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이 공감교육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교육현장의 요구와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아의

정서와 발달수준에 적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

또래 유능성, 정서지능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권의

그림책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확장된 공감활동(이야기 꾸미기, 이야기 나누기, 극 놀이, 그룹

토론)을 유아들과 진행하며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면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이 가능해지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 기호, 행동 등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래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나타나는 시기로 유아기가 공감교육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김은주, 김미경, 안세정, 2011). 이에 유아의 공감능력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공감능력이 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은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효과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은 정서지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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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S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반 2학급의 유아 4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은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아 20명(남11명, 여9명)과 비

교집단은 교사가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는 유아 20명(남9명, 여11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중이며, 두 집단의 담임교사는 학력 및 경력에서 유사하고, 유

아의 월령, 운영시간 및 일과운영, 문화적인 경험이 유사한 동질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의 평균 월령은 74.7개월이었으며, 비교집단의 평균월령은 74.2개월이었다. 실험집단

20명 유아는 남아 11명, 여아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집단 20명 유아는 남아 9명, 여아 11명

으로 구성되었다. 검사 실시 전 유아의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배부하여 동

의가 이루어진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아래 표 1과 같다.

집 단 사례 수
성별 월령

t
남 여 M SD

실험집단

비교집단

20

20

11

9

9

11

74.70

74.20

3.04

3.35
.49

40 20 20 74.45 3.17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과 월령

2. 연구 도구

1) 유아의 공감능력

였고, 최수랑(2002)이 만 5세 유아에게 사용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은 기쁨 5문항, 슬픔 3문항, 불안 5문항, 심적 부담 5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채점 기준은 ‘그렇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을 각각 부여하였

다. 연구 대상이 만5세 유아임을 고려하여 검사 시작 전 모양이 다른 도형을 준비하여 ‘그렇지

않다’는 X, ‘그저 그렇다’는 △, ‘매우 그렇다’에는 ○을 선택하며 말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α)는 ‘기쁨’ .75, ‘슬픔’ .62, ‘불안’ .82, ‘심적 부담’ .7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Cronbach'sα)는 .75이다.

2)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와 이은해(2001)의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또래 유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사교성 5문항, 친사회성 5문항, 주도성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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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

프로그램 실시 이전 ° 본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 본 연구의 연구자 의도

° 순환적 공감모형의 이론적 배경

° 교수방법 및 교사의 역할

° 활동 계획 구성, 자료 활용

설명, 토론, 시연 ° 프로그램 자료

° 활동 계획안

° 활동 자료(그림책)

프로그램 실시 과정 중 ° 사전 계획에서 수정된 내용

° 수업내용 및 과정 평가

° 매 프로그램 실시 후 협의

° 교실 분위기 및 특이사항

설명, 토론 ° 활동 계획안

° 활동 자료(그림책)

° 활동관찰 자료

표 2. 교사교육의 세부내용

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평정은 담임교사가 유아교육기관의 일과

생활 속에서 유아의 또래관계를 관찰하여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교성’ .78, ‘친사회성’ .86, ‘주도성’ .78로 나타

났으며 전체 신뢰도(Cronbach'sα)는 .87이다.

3)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1990)가 개발하고 이병래(1997)가 수정․

보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자기인식 및 표

현능력 7문항, 자기조절능력 8문항, 타인인식능력 7문항, 타인조절 및 대인관계 능력 9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교사가 평소 유아를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평정하고

각 문항에 대한 채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자기인식 및 표현능력’ .73, ‘자기조절능력’ .90, ‘타인인식능력’ .88, ‘타인조절

및 대인관계 능력’ .8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다.

3. 연구 절차

1) 사전 동의 및 교사교육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의 연구에서 연구대상 유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연

구 목적 및 과정을 기관 원장님과 담임교사들에게 설명 및 교육하였고, 기타 협의할 사항을 이

야기 나누었다. 또한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부모님께

연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안내문과 동의를 8월 24일에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하였고, 최종 8월

31일까지 전체(40명)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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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순환적 공감모형에 기반한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 또래 유능성,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S어린이집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아닌 다른 반의 만 5세 유아 19명(남9, 여10)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이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언 및 수정

사항을 정리하였다. 공감능력 측정 시 1:1로 조용하면서 유아들이 익숙한 장소 마련, 공감에 대

한 오리엔테이션과 마무리 평가시간 추가 제공, 충분한 이야기 나누기 시간 확보를 위하여 추가

활동으로 제공,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하여 대립 토론하려던 계획에서 동일한 공

감장면을 선택한 유아들끼리 그룹으로 토론하는 방식 등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3) 사전검사

사전 검사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

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 검사 도구를 담임교사에게 배부한 후 모두 회수하였다. 또한 공감

능력검사는 연구자와 유아 간 1:1 검사로 실시하였고, 검사 장소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교사 휴게실)에서 진행되었다.

4)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의 프로그램 실시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9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1주에 2회씩 총 18회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20명(남11, 여

9)과 비교집단 20명(남9, 여11)으로 구분하였다. 그림책 한 권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이야기 꾸

미기, 이야기 나누기, 극 놀이, 그룹 토론을 한 세트로 공감활동을 진행하였고 활동방법에서 순

환적 공감모형을 기반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 순으로 구성하였다. 공감활동 방법은 먼저 그림책

속의 다양한 장면을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의 사건, 감정, 생각 등을 통찰하며 공감장면에 대한 유

아들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고, 지은이가 제시한 내용보다 유아들이 자유롭게 꾸민 내용으로 이

야기를 재구성하였다. 그 다음 이야기 나누기는 대·소집단의 형태로 등장인물이 되어 감정이입

하여 느낀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가졌고, 이후 친구들과 극 놀이로 표현

해 보고 싶은 장면 선정, 역할 정하기, 자유롭게 표현, 자기표현 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생각

을 나누었다. 마지막 그룹토론에서는 또래끼리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공감장면 선정,

그룹 구성, 그룹 토론, 전체에게 발표, 생각 공유 및 그림책 공감활동 마무리로 진행되었다. 순환

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의 구성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9주 프로그램으로 매주 2회씩 오후자유선택을 마치고 13:50~14:20에 실험집단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진행하였고, 보조교사 없이 연구자가 기록 및 촬영을 하였다. 그림책 선정 기준은 정승영

(2015)와 장문희(2018)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책 선정 기준과 누리과정의 사회관계영역에 부합하

는 내용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위 준거의 선정기준을 토대로 아동학과 교수 1인, 아동학과 박사

수료 2인, 만 5세 유아교사 3인과 함께 12권의 책을 1차로 선정하였고, 그 중 만 5세 유아의 연령

과 발달특성에 맞으며 세부 내용과 공감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그림책 4권을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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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목표

° 목적 -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을 증진한다.

° 목표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능력을 증진한다.

-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또래 유능성을 증진한다.

- 자신과 타인 인식 및 조절하는 정서지능을 증진한다.

교육내

용
공감능력

° 인지적 공감능력 인식하고 공감하기

° 정서적 공감능력 느끼고 공감하기

° 의사소통적 공감 표현하고 공감하기

교수학

습방법

적용모델

순환적 공감모형 (Barrette-Lennard, 1981)

적용방법

적용매체
그림책 4권 : 유치원에 간 데이빗, 돼지책,

장수탕 선녀, 맑은 하늘 이제 그만

교사의 역할

°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

° 공감적 태도에 대한 역할 모델링

° 공감표현의 촉진자

평가 양적 평가 공감능력, 또래 유능성, 정서지능

그림 1.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의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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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그림책 공감활동 활동주제 활동 내용

6

돼

지

책

①

이야기

꾸미기

우리가

만든

이야기

◦지난 그림책에 대해 간단하게 회상

◦‘돼지책’ 그림책 감상

◦감상한 그림책 속에서 공감되는 장면 찾기

◦공감장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 나누기

◦유아가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로 꾸며보기

◦공감반응 및 등장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야기 꾸민 내용 회상하며 정리

◦(텍스트 가린)그림책 자료의 텍스트를 적을 수 있는 활동 자료 제시

하며 안내

◦공감에 대한 생각 정리

7 ②

이야기

나누기

돼지

가족들에

게

◦이야기 꾸민 그림책 내용 회상

◦가장 공감되는 장면을 선정하고 이야기 나누기.

◦공감 상황을 인식하고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표현

◦표현된 공감적 반응 및 다른 사람 관점으로 알아보기

◦제 3자 관점에서 이해

◦유사 경험을 찾거나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기

◦이야기된 공감에 대해 정리

8 ③

극 놀이

돼지

가족이

되어

보아요

◦이야기 꾸민 그림책에서 공감 상황 회상

◦극 놀이로 표현하고 싶은 장면 선택

◦등장인물의 역할을 정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말하기

◦직접 생각과 감정을 극 놀이로 표현

◦극 놀이로 표현된 생각과 감정 이야기 하기

◦관람자의 입장(제 3자 관점)에서 생각

◦유사 경험이나 다른 상황에 적용 사례 찾기

◦극 놀이에 대해 평가하기

9 ④

그룹토론

우리끼리

이야기해

요

◦이야기 꾸민 그림책 내용 및 극 놀이 회상

◦토론하고 싶은 공감 장면 선정 및 선택

◦동일한 공감 상황을 선택한 그룹끼리(소그룹) 모임

◦공감되는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경

청하며 토론에 참여

◦공감 상황 및 논쟁 발생 시 해결방안 협의

◦그룹별로 정리된 내용 발표(대그룹)

◦토론 발표 후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 시간 갖기

◦그룹별 토론 활동에 대해 평가

◦‘돼지책’ 이야기 꾸민 활동을 회상하며 정리

표 3.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 구성(6~9 차시)

다. 교수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는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 공감적 태도에 대한 역할

모델링, 공감표현의 촉진자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유아들은 스스럼없이 수시로 자

기감정, 공감 상황, 이전 경험 등을 이야기하고 표정, 행동 등으로 표현하며 흥미로워하였다. 최

종 구성된 프로그램은 아동학과 교수 1인, 아동학 박사를 수료한 전문가 2인, 보육현장 경력 8년

이상의 교사 3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다음은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

증진프로그램 구성 일부(6~9 차시)는 표 3과 같고, 실험집단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 내용

예시(8차시)는 표 4와 같으며, 비교집단 활동내용 예시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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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돼지책 차시 8

활동명 돼지 가족이 되어 보아요 공감활동 ③ -극 놀이

활동목표

◦공감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극 놀이로 표현해 본다.

◦나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며 표현해 본다.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누리과정

관련요소

◦예술경험:예술적 표현하기-극 놀이로 표현하기

◦사회관계:나와 다른 사람 감정알고 조절하기-나와 다른 사람 감정 알고 표현하기

활동자료 텍스트를 가린 ‘돼지책’ 그림책, 공감 메달

공감단계 활동 내용

공감적
주의집중

<도입>

◦이야기 꾸민 그림책에서 공감 상황 회상하기

T: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공감 장면에 대해 회상해 볼까?

C: 집이 너무 더러워서 돼지로 변한거요. 우리집도 더러워요

T: 오늘은 너희들이 그림책 속의 돼지 가족들이 되어서 직접 극 놀이로 표현해 보려고 해

C: 그거 돼지가면 못만들었는데요. 지금 만들면 안되요?

T: 가장 공감되는 장면을 찾아볼까?

◦극 놀이로 표현하고 싶은 장면 선택하기

T: 극 놀이로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선택해 볼까?

C: 엄마 나타나서 숨은거요

C: 엄마한테 요리해서 주는거요

C: 집안일 도와주는 거요

T: 왜 이 장면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C: 재미있을꺼 같아요

C: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T: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C: 아주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에요

C: 빨리하고 나가려고 해요

T: 또 다른 장면은 어떤 것을 선택해 볼까?

C: 요리해서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장면이요

<전개>

◦등장인물의 역할을 정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말하기

T: 선택한 장면의 앞 장과 뒷장을 보며 어떤 상황인지 그려볼까?

C: 앞에서 좋아하서 요리해서 엄마한테 선물하는 거에요

T: 어떤 친구를 표현하고 싶니?

C: 큰아들이요. 제가 요리 잘하거든요

C: 저는 다른 아들이요. 같이 할래요

T: 어떤 상황이고 감정인지 생각해 보자

C: 요리하면서 아주 신나요

C: 엄마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해서 기분 좋아요

◦직접 극 놀이로 표현하기

T: 공감 메달을 달면 그림책 속 인물로 변신할 수 있어

T: 맡은 역할에 따라 앞에 나오고 큐! 싸인에 맞춰 시작할께 - 큐!

◦표현된 생각과 감정 이야기 하기

T: 친구들이 극 놀이로 표현한 모습을 보니 어땠어?

공감적
공명

표현된
공감

표 4. 실험집단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 내용 예시(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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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미있었어요

C: 역할영역에서 그릇이랑 다 챙기는게 재미있었어요

C: ○○가 그릇이랑 빵이랑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T: 아빠를 맡은 ○○ 친구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야?

C: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재료가 없었어요

T: 아들 역할을 맡은 ○○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C: 제가 설거지하고 요리한거에요

C: 얘가 요리한다구 슈슈슈~ 하다가 침 튀겼어요.

T: 또 다른 생각,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C: 요리할 때 뜨거웠어요. 조심해야해요

T: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이 역할을 정해서 표현하고 이야기 나눠보자.

◦극 놀이로 표현된 생각과 감정 이야기 하기

T: 극 놀이로 표현해 준 장면들 잘 봤어

T: 관객이 되어 바라본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니?

C: 웃겼어요. ○○가 진짜 웃겼어요

T: 표현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C: 요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해

C: 네가 웃어서 너무 웃겼어

T: 우리가 표현한 부분에서 바꾸고 싶은 곳이 있니?

C: 앞치마하고 해야지

◦관람자의 입장(제 3자 관점)에서 생각하기

T: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름을 찾아볼까?

C: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해요

T: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

C: 안만들어주고 싶어요. 먹지마

C: 난 맛있어. 최고야

C: 너만 먹어. 또 만들어 줄께

T: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마무리>

◦유사 경험이나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찾기

T: 너희도 이런 상황이나 경험이 있었니?

C: 할머니가 우리집에서 저렇게 다 해줘요

T: 할머니께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C: 고맙다고 할꺼에요. 그리고 저두 도와줄꺼에요

T: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

C: 집에서 맨날 생겨요

C: 엄마가 회사가서 없을때요

T: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어떤 입장이 될 수 있을까?

C: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제가 심부름 잘 할꺼에요

C: 엄마랑 같이 하고 안마도 해요

◦극 놀이에 대해 평가하기

T: 오늘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니?

C: ○○가 소꼽영역에서 이거랑 이거랑 챙겨줘서 너무 좋았어요

C: 아까 손 계속 들었는데 못해서 속상해요

T: 그랬구나. 다음번 극놀이할 때 다시 도전해 봐

T: 공감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래?

지각된 공감

공감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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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유치원에 간 데이빗 NO. 2 차시

활동명 ‘유치원에 간 데이빗’ 동화듣기 활동형태 대집단

활동목표
◦동화를 집중해서 들어본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경험을 갖는다.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의사소통 :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구와 사이좋게지내기

활동자료 ‘유치원에 간 데이빗’ 그림책

활동과정 활동 내용

도입

◦그림책 들려주기

T: 오늘 선생님이 그림책을 보여줄게.

T: 지난번에 한번 읽어 준 그림책이지만 또 듣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읽어 줄게. 잘 들어보자.

C: 네.

T: 제목이 뭐지요?

C: 유치원에 간 데이빗이요

◦그림책을 들려준다

◦그림책 내용 회상하기

T: 이 그림책 속에 어떤 친구들이 나왔니?

C: 데이빗이랑 선생님이랑.. / 친구들이요

T: 데이빗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니?

C: 말썽꾸러기요 / 장난꾸러기 / 나쁜애요

T: 왜 데이빗은 이렇게 장난을 쳤을까?

C: 재미있어서요./ 장난꾸러기라서요 / 심심해서요

◦그림책에 대해 평가하기

T: 이 그림책을 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니?

C: 선생님한테 혼날꺼 같아요

C: 신나게 장난쳐서 재미있을꺼 같아요

T: 가장 재미있었던 곳이 있었니?

C: 새치기하는거요 / 창문으로 구름보는거요 / 집에 갈 때 점프하는거요

T: 그렇구나. 혹시 궁금하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니?

C: 데이빗처럼 껍 씹으면 안되죠? 엄마가 손으로 만지면 안된데..

전개

마무리

표 5. 비교집단 활동내용 예시

5) 사후검사

실험처치 종료 후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진행하였다.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자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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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연구 과정 기 간

실시 전
요구도 조사

예비조사

2018년 7월 3일 ～ 8월

2018년 9월 3일 ～ 9월 10일

프로그램 실시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2018년 9월 17일 ～ 10월 10일

2018년 10월 23일 ～ 12월 21일

2019년 1월 8일 ～ 1월 22일

표 6. 연구의 진행 과정

4. 자료분석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

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분산분석(A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

시하였다. 유아 공감프로그램의 처치 전․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처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고,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공

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기 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요인 집단 M SD t

공감능력
실험(n = 20) 38.90 5.39

1.61
비교(n = 20) 35.90 6.37

표 7. 공감능력의 사전 동질성 검증 (N=40)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조정된 사후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사전점수를 비

교해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험집단(M = 38.90, SD = 5.39)이 비교집단(M =

35.90, SD = 6.37)보다 높았고, 조정된 사후점수도 실험집단(M = 46.29, SE = 1.22)이, 비교집단

(M = 37.01, SE = 1.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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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평균

M SD M SD M SE

공감능력
실험(n = 20) 38.90 5.39 46.50 4.59 46.29 1.22

비교(n = 20) 35.90 6.37 36.80 6.02 37.01 1.22

표 8. 공감능력의 사전·사후 조정된 사후점수 (N=40)

공감능력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8.03. p < .001). 즉,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공

감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감능력

공변량(사전) 26.27 1 26.27 .91

집단 806.03 1 806.03 28.03***

오차 1063.93 37 28.76

합계 2031.10 39

***p < .001.

표 9. 공감능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N=40)

2.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기 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또래 유능성의 점수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요인 집단 M SD t

또래유능성
실험(n=20) 41.80 4.79

-.82
비교(n=20) 43.15 5.63

표 10. 또래 유능성의 사전 동질성 검증 (N=40)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조정된 사후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사전점수를

비교해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험집단(M = 41.80, SD = 4.79)이 비교집단(M

= 43.15, SD = 5.63)보다 낮았다. 조정된 사후점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M = 62.93, SE = 1.28)이

비교집단(M = 47.57, SE = 1.28)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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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평균

M SD M SD M SE

또래 유능성
실험(n=20) 41.80 4.79 63.20 9.33 62.93 1.28

비교(n=20) 43.15 5.63 48.30 6.27 47.57 1.28

표 11. 또래 유능성의 사전․사후 조정된 사후점수 (N=40)

또래 유능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점수의 변

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81.56. p < .001). 즉, 유아 공감능력

증진프로그램이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또래 유능성

공변량(사전) 1208.55 1 1208.55 37.49***

집단 2629.29 1 2629.29 81.56***

오차 1192.85 37 32.24

합계 4621.50 39

***p < .001.

표 12. 또래 유능성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N=40)

3.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공

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기 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정서지능의 점수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요인 집단 M SD t

정서지능
실험(n=20) 91.60 10.45

.19
통제(n=20) 90.95 11.13

표 13. 정서지능의 사전 동질성 검증 (N=40)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서지능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조정된 사후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사전점수를

비교해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험집단(M = 91.60, SD = 10.45)이 비교집단(M

= 90.95, SD = 11.13)보다 높았다. 조정된 사후점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M = 134.20, SE = 2.02)

이 비교집단(M = 98.95, SE = 2.0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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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평균

M SD M SD M SE

정서지능
실험(n=20) 91.60 10.45 134.45 14.93 134.20 2.02

비교(n=20) 90.95 11.13 98.70 8.74 98.95 2.02

표 14. 정서지능의 사전·사후 조정된 사후점수 (N=40)

또래 유능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점수의 변

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52.88, p < .001). 즉, 유아 공감능력

증진프로그램이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정서지능

공변량(사전) 2685.86 1 2685.86 33.09***

집단 12409.47 1 12409.47 152.88***

오차 3003.29 37 81.17

합계 18469.78 39

***p < .001.

표 15. 정서지능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N=4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아의 공감능력, 또래 유

능성, 정서지능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유아가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적응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은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공감능력에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적 공감모형을 기반으로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 활동을 한

실험집단이 누리과정에 따른 비교집단보다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인간의 다양한 감정(기쁨, 슬픔, 불안, 심적

부담)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공감능력

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선행연구 결과(구이선, 2018; 정하나, 지성애, 2015)와 일치된 결과이고, 다양한 공감활동을 통

해 유아가 타인의 감정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며 그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공감

능력이 발달된다(유아영, 2012)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다. 공귀숙(2019)에 의하면 높은 공감능력

을 가진 유아는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유능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환적 공감모형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공감능력 및 또래 유능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133

정하나와 지성애(2015)는 극화놀이를 통한 공감증진 프로그램이 유아 자신과 타인의 마음현상을

인식하고 느끼며 표현하는 공감능력을 증진시켰다. 또한 최지선(2018)에 의하면 그림책을 활용

한 갈등상황 토의활동은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영희와 양

승지(2001)는 그림책 속 등장인물을 통해 다양한 심리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자기이해 및 타인과

의 공감능력 형성에 도움을 받는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또래 유능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의 장면 및 상황을 현실에 반영하면서 친구끼리 도와주

기, 나눠주기, 같이하기 등 친사회성을 보였으며, 유아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긍정적으

로 이끄는 또래 유능성이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아 또래 유능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선행연구 결과(유선미, 2015; 한보람, 2014)와 일치하며 공감능력이 높은 아동이 또래관

계가 잘 형성되고(이한종, 2015), 공감능력이 발달할수록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서희, 2014)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한보람(2014)은 유머 그림책을 활용하여 단순히 이야

기를 나누는 것 보다 등장인물의 몸짓과 표정, 대사를 직접 표현해 보는 극화의 과정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김민선과 김진선(2007)에 의

하면 공감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 수용도와 대인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여

공감능력이 또래 유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지지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또래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 경험

이 주어져야 하겠다.

셋째,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은 유아의 정서지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정서지능에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며 문제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경험

이 정서지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림책 활용한 공감교육이 유아의 정서지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수연, 2017)와 일치하며, 정수경(2000) 연구

에서 언어적 반응으로서의 공감 전달이 정서표현 갈등을 감소시켜준다고 보고하여 공감이 정서

표현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영옥, 홍지명 그리고 이규림

(2010)에 의하면 또래 간의 즐거운 경험을 통해 다른 유아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촉진됨에 따라 자기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 박성희(2004)는 그림

책을 읽고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조절과 관련된 사고과정 안내와 확장하여 직

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적 공감모형의 체계적인 단계와 인지, 정서, 의사소통적 공감 요소가 반영

된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고, 현장의 유아교사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유아들이 그림책 속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공감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표현해 볼 수 있

는 상황을 극 놀이를 마련하였으며, 그 느낌이나 반응을 또래들과 깊이 있게 토론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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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이처럼 공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

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은 유아의 공

감능력 및 또래 유능성과 정서지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순환적 공감모형을 기반으로 유아

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

감활동(이야기 꾸미기, 이야기 나누기, 극 놀이, 그룹 토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

과정에서 유아 공감의 적극적인 수행을 권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순환적 공감모형을 기반으로 하였고, 누리과정의 세부내용을 근거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S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모든 유아의 공감능력, 또래 유능성, 정서지능에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만 3~5세 유아 연령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해 본다. 둘째, 교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동일인이 프

로그램 진행과 사전․사후검사 평정을 진행한 것을 한계점으로 제시한다. 셋째, 요구도 조사에

서 유아교사가 제안한대로 유아기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공감능력증

진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요구되어 후속연구로 제언해 본다. 넷째, 유아 공감능력증진프로그

램에서 이야기 꾸미기, 이야기 나누기, 극 놀이, 그룹 토론 활동을 진행하며 나타나는 다양한 요

인과 사례, 유아의 공감표현 양상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후속 연구로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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