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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ability on Teaching Ethics,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Ji-Sun 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중소도시 I시 유아교육과 재학생 2학년과 3학년 학생으로 총 168명이다. 연구 검사도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의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와 관계가 있었다. 인지적 공감능력
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교직윤리 전체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공감적 관심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은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고, 정서적 공감은 사회에 대한 윤리와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그 다음으로 상상하기가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공감적 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와 관련된 공감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예
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e service teacher's empathic ability on teaching ethics,
and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The subjects were 168 pre-service teachers attending a university 
located in a micropolitan city. Questionnaires, which required self-reporting by pre service teacher, were
used to investigate teacher's empathic ability, teaching ethics and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stepwise-regression analysis.
 From the major study findings, first, pre-service teacher's empathic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aching ethics and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Pre-service teacher's "take perspective", "imagine"  of 
the cognitive empathic ability's subfact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aching ethics. Especially, 
empathic interes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aching ethics. Cognitive empathy ability  showed the 
highest relationship with ethics for early child. Emotional empathy showed the highest relationship with
ethics in society. Second, the pre-service teacher 's teaching ethics were influenced by taking 
perspective, imagining, and empathic atten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need to incorporate 
perspectives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pre - 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ethics
and child abuse reporting.

Key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Empathic Ability, Teacher's Ethics,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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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루의 대부분을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아교사의 자질이나 역
량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별유
아의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해 줄 수 있는 
공감능력은 유아와 생활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
의 하나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고, 상대방
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
문에 관계연대에 필수적이다. 특히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
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유아교사에게는 타인과 협력, 의
사소통, 협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1]. 
또한 유아들과 생활하면서 발현되는 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2]. 

유아교사는 자신의 의사표현에 제한성이 있는 영유아
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업으로서 유아의 인권보호와 적절
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어
야 한다[3]. 이러한 이유들로 NAEYC는 유아교사는 유
아, 가정, 동료교사, 지역사회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
임을 가져야 한다[4]고 보았으며 매일의 교육 및 책임감 
있는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교직윤리를 강
조하고 있다[5]. NAEYC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직윤리를 
위한 강령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유치원교사 
헌장, 강령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윤리강령을 만들
어 교직윤리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반면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교직윤리 교과의 운영이 필수는 아니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
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직윤리는 교사로서 
책무 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개념이며, 도덕성이나 도덕적 
가치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교직윤리가 도
덕적 가치의 내면화라면 본다면 도덕적인 기준이 외현적
인 행동으로 발현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의
무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아
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아동학대
를 초기에 발견하기 수월한 직업인들을 신고의무자로 지
정하였다. 2012년에는 신고의무자 군 확대가 강화되었
으며,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제정되어 유치원 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
육교직원 등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이러
한 신고의무제도는 법적으로 영유아와 주로 함께 하는 
전문가들이 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서비스기관에 신고하

도록 하는 것으로 피학대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교사는 영유아들과 지내는 시간이 길고 지속적인 관
찰이 가능하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나누기 때문에 학대 
징후 발견이 유리한 직업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아교사
들이 신고의무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학대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영유아를 돕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6].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예비 및 현직유
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개인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
는 연구[7],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관련변인 관계분석
[8, 9] 및 공감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10]들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관련 연구는 교직윤리 함양을 위
한 교육과정 모형개발[1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분
석[12], 교직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13]과 
그 외 교직윤리가 교사나 유아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과
의 관계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그러나 교직윤리를 형성해야 할 시기인 예비유아교
사의 교직윤리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려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관한 연구
는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아교
육분야에서 교사를 비롯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 및 신
고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15], 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신고의도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16] 교사가 되기 전 아동학대 신
고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유
아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교직윤리와 도덕적 가치
가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이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
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및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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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는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소도

시인 I시의 A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1학년은 전공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
공에 대한 이해도가 2,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
으로 예상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2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인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지의 답변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고 총 
168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유아교사는 2학
년 83명(49.4%)이며, 3학년 85명(50.6%)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Davis(1994)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Index: IRI)를 박성희(1997)가 번역하고 이
상순(2008)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7,18,19].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상
황과 감정을 인식하고 동일시하는 능력의 ‘인지적 공감’
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함께 공유하는 경험의 ‘정서적 공
감’으로 분류되었다. 인지적 공감 하위영역은 타인의 생
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역할을 취해 보는 경향
성의 ‘관점취하기’ 7문항과 상상 속에서 책이나 영화, 연
극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어보는 경향성의 ‘상상하기’ 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공감의 하위영역은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고 동정심과 따뜻함을 느끼는 경향성의 
‘공감적 관심’ 7문항과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을 경험하는 경향성의 ‘개인적 고통’ 7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총 28문항이다. 검사방법은 자신의 생
각을 체크하도록 하고 Likert 5점 척도로 채점하였으며 
부정의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전체는 
Cronbach’ɑ .88, 관점취하기 Cronbach’ɑ .95 상상하
기 Cronbach’ɑ .64, 공감적 관심 Cronbach’ɑ .71, 개
인적 고통Cronbach’ɑ .77로 나타났다.

2.2.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본 연구에서 교직윤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정혜
(2012)이 제작하고 곽희영(2014)이 수정 보완한 교직윤
리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20,21]. 교직윤리 설문지는 영
유아에 대한 윤리(11문항), 가정에 대한 윤리(9문항), 동
료에 대한 윤리(5문항), 사회에 대한 윤리(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으면 교직윤리 의식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가 
Cronbach’ɑ .96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에 대한 윤리 
Cronbach’ɑ .88, 가정에 대한 윤리 Cronbach’ɑ .95, 
동료에 대한 윤리 Cronbach’ɑ .87 사회에 대한 윤리, 
Cronbach’ɑ .92로 나타났다. 

2.2.3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본 연구에서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Feng(2003)이 개발하고 Fraser과 동료들
(2010)이 사용한 아동학대 사례 신고를 김수정(2012)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는 7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2, 23, 
24]. 본 도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상적인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신체, 정서, 성, 방임) 총 8개의 사례를 제
시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겠
는지에 대하여 체크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신고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아동학대 신고의도 신뢰도 전체는 Cronbach's ɑ .71
이었으며, 각 하위영역에서 신체학대 신고의도는
Cronbach’ɑ. 75, 정서학대 신고의도는 Cronbach’ ɑ 
.85, 방임 신고의도는 Cronbach’ɑ .82, 성학대 신고의
도는 Cronbach’ɑ .83으로 나타났다.

2.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교
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공감능력 영향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량팽창
계수(VIF), Durbin-Watson값을 산출하였다. 변량팽창
계수(VIF)는 1.000~1.242 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1.818과 2.017로 나타났으며 이
는 기준값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2에 근접하므로 자
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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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 Ability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TotalT a k e 

perspective Imagine Total Empathic interest Personal 
interest Total

①

Ethics for the child .379** .278** .447** .330** .064 .279** .433**

Ethics for the family .327** .241** .391** .289** .071 .255** .387**

Ethics for colleagues .338** .240** .399** .302** .043 .245** .386**

Ethics for society .382** .243** .427** .352** .057 .291** .430**

Total .378** .270** .444** .336** .064 .284** .435**

②

Physical abuse .245** .063 .214** .116 -.121 .003 .150

Emotional abuse .219** .058 .179* .077 .079 .108 .168*

Neglect .194* .127 .231** .270** -.002 .192* .245**

Sexual abuse .226** .101 .231** .142 -.015 .093 .197*

Total .294** .112 .280** .195* -.017 .129 .247**

**p<.01, *p<.05  
①Teacher Ethics ②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Table 1.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Ability, Teaching Ethics,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N=168)

3. 결과 및 해석

3.1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및 아동학
대 신고의도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아동학대신고의
도와의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는 의미있
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435 p<.01).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와 정적인 상관이 나타
났으며(r=.444, p<.01) 관점취하기(r=.378, p<.01), 상상
하기(r=.270, p<.01)와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r=.284, p<.01)는 의
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공감적 관심(r=.284, p<.01)
과는 의미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개인적 관심(r=.064, 
p>.01)과는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공감은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
으며(r=.447, p<.01), 정서적 공감은 사회에 대한 윤리와 
정적인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291, p<.01).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
는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났다(r=.247, p<.01). 하위영역
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와 정
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r=.280, p<.01) 특히, 관점취하
기(r=.294, p<.01)와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정
서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r=-.017, p>.01)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공감은 아동학

대 신고의도 중 성학대 신고의도(r=.231, p<.01)와 방임 
신고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정서적 공감은 
방임 신고의도만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192, p<.01).

즉,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는 관계
가 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가 관계가 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
점취하기, 상상하기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
적 공감능력은 교직윤리 전체와 관계가 있으며, 하위영역
인 공감적 관심과는 관계가 있었지만 개인적 관심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교직윤리 하위
영역인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으며, 
정서적 공감은 사회에 대한 윤리와 관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
는 관계가 있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
도 전체는 관계가 있으며, 하위영역인 관점취하기와 관계
가 나타났지만, 정서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아동학대 신고
의도 중 성 학대 신고의도와 방임 신고의도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은 방임 신고의도
에서만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및 아동학
대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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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은 관점취하기가 15.7%로 가장 높은 영향력(F=30.963, 
p<.001)을 지니고, 상상하기는 4.5%의 영향력을 추가하
여 총 20.2%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21.372, p<.001). 공감적 관심은 1.8%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총 22.0%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121, p<.001).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
도에는 인지적 관점인 관점취하기가 9.6%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014, p<.00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eta SE R2 ads R2 F

Teach
er

Ethics 

(constant)
T a k e 

perspective

94.788 7.677
.162 .157 30.963***1.558 .403 .280

(constant)
T a k e 

perspective
Imagine

77.854 9.185

.212 .202 21.372***1.441 .372 .275
.771 .225 .244

(constant)
T a k e 

perspective
Imagine

Empathicintere
st

68.784 10.010

.234 .220 16.121***1.196 .309 .295
.668 .195 .246
.715 .167 .332

Child 
Abuse 
Report

ing 
Intenti

on

Take
perspective

25.954 1.99
4

.102 .096 18.014 ***

.308 .073 .319

***p<.001

Table 2.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ability on Teaching 
Ethics,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N=168)

즉,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
위요인은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그 
다음으로 상상하기가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공감적 
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
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는 인지적 관점인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아동학
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
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

고 이에 따른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와 관

계가 있었다.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
와 상상하기는 교직윤리 전체와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공감적 관심이 관계가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은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고, 정서적 공감은 사
회에 대한 윤리와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인간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
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 공감하게 될 때 도덕적 행위나 판
단이 촉발 될 수 있다는 입장을[25] 지지해주는 연구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감능력이 도덕성 발달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9, 26] 대한 실증
적인 검증자료를 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
는 관계가 있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점
취하기와 관계가 나타났지만, 정서적 공감능력과 아동학
대 신고 의도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공감은 
아동학대 신고의도 중 성 학대 신고의도와 방임 신고의
도와 가장 높은 관계가 나타났고, 정서적 공감은 방임 신
고의도에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타인
의 관점에서 감정이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 과정
에서 상상력, 추리력 등이 동원되는 것으로[27] 예비유아
교사의 공감능력은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감정이나 동
기를 이해하고 아동학대를 관찰하게 되면 아동의 입장이 
되어 높은 신고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인 관점취하기[28]는 
자발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 프로그
램 개발 시 인지적 공감능력, 특히 관점취하기가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허구 상황을 가정했을 경
우 그 속에 자신의 느낌을 상상해보는 경향인 ‘상상하기’
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
과를 반영하여 예비교사의 아동학대신고의도 교육 프로
그램 개발 시 배제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그 
다음으로 상상하기가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공감적 
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
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는 인지적 관점인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감능력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는 인지적 관점에서 타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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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경험이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내적인 경험을 
상상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인식하고[28] 교직윤리와 아
동학대 신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체
적인 실증자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로서 공감능력
이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분
위기를 형성하고 적절한 경험을 제공할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29]는 연구에 기초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관
점취하기와 상상하기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지각에 기초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양적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후속연
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공감능력이 출현하는 상황이나 유
형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
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공감능력 중 관점취하기 요소를 포함시키고 
공감능력 증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
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
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관계를 알
아보고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공감능
력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 예비유아
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 증진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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