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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만 5세 192명이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유아의 정서읽기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유아의 정서읽기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서읽기능력 향상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유아, 정서읽기능력, 친사회적 행동, 얼굴표정, 사회적 능력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reading ability on prosocial 
behavior.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92 young children's. From December 17, December 27, 
2018, after conducting a survey on emotional reading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of infan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for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 reading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Seco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ading ability affected prosocial behavior. In conclusion, this study is believed to b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improve emotional reading ability and promote prosoci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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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가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성숙된 인간으
로 발달될 수 있다. 특히 유아기에 대인관계의 결함이 있

을 경우, 또래와의 부적응행동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적응
은 아동기에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
아의 사회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유아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
해서는 유아들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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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들은 발달의 특성상 개인차가 크며, 특히 사회적 

능력은 그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지표로 최근 친사회적 행동이 강
조되고 있는데[1-3], 친사회적 행동은 개념에 대한 명확
한 구분 없이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기
술, 또래상호작용 기술, 사교성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
용되었다가 최근 친사회적 행동으로 통합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다[4,5]. 

친사회적 행동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반사회적 행동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
다[6]. 즉, 친사회적 행동은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하고,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친구들과 협동하는 행동을 
뜻하며[7],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
다[8]. 친사회적 행동은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
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밝히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유아의 개인적 
변인으로 정서읽기능력을 들 수 있다. 정서읽기능력은 사
고나 감정, 신체적 상태에서 내적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
하고, 정서를 파악하여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 인지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9]. 유아기의 정서읽기능
력은 정서발달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0]. 또한 
유아들의 경우 언어가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언어적 단서인 얼굴표정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얼굴표정은 비
언어적 단서 중에 가장 강력한 신호이며[11], 타인과 의
사소통 하는데 자신의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효과
적인 방법이다.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읽기능력은 성공적인 대인관계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2], 타인의 정서를 읽는 능력
과 기술은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3]. 또
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동이 친사
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며[14],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은 유아들은 친구관계 및 사
회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7].

이상과 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정서읽기능력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루어진 연구들은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만
을 밝히고 있으며, 유아기에 의사소통에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읽기능력과 관련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
서읽기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서인
식능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서읽기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정서읽기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사립유치원 5곳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
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정한 담임교사는 모두 8명으로 교
사 1명당 20명～25명의 유아를 평정하였다. 담임교사들
의 평균 경력은 8년 5개월이며, 모두 4년제 대학 유아교
육학과를 졸업하였다. 이들에게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200부의 검사지를 배부하여 그 중에
서 19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중복 표기되었거나 응답
이 누락된 불완전한 자료 3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92부
(96.0%)에 해당하는 유아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남 101명, 여 84명으로 평균 월
령은 73.58(3.21)개월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정서읽기능력 과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읽기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조경자, 

박수진, 송인혜, 김혜리[15]가 개발한 얼굴표정 읽기 과
제를 사용하였다. 정서어휘와 얼굴표정간의 연결이 비교
적 정확하게 나타나는 32개의 정서어휘를 제시 한 후에 
그에 맞는 얼굴표정을 네 개의 사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Fig. 1 참고). 기본정서 17개와 복합정서 15개로 
분류되어 총 32개의 정서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기본정서 .94,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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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91, 전체는 .95로 나타났다. 정서읽기능력 과제에 
사용된 정서어휘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고). 

Fig 1. The emotional vocabulary of 'sad' among emotional 
reading ability

emotion Vocabulary
basic 

emotion
contemptuous, painful, horrifying, good, glad, amazed, 

blank, helpless, Infamous, uneasy, sad, hateful, 
depressed, comfortable, happy, curious, angry

complex 
emotion

earnest, worried, callous, repentant, embarrassed, 
jealous, fussy, relieved, pitiful, enthusiastic, desired, 

confident, desperate, frustrated, heartwarming

Table 1. Emotional vocabulary used in emotional reading 
ability tasks

2.2.2 친사회적 행동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검사하기 위해 

김영옥[16]이 개발한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PBSTC)
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의 하위요인은 지도성(8문항), 
도움주기(9문항), 의사소통(7문항), 주도적 배려(6문항), 
접근 시도하기(5문항), 나누기(3문항), 감정이입 및 조절
(4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문항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친사회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 α는 지도성 .89, 도움주기 .95, 의사소통 
.84, 주도적 배려 .88, 접근 시도하기 .89, 나누기 .85, 감
정이입 및 조절 .91, 전체 .97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2.2.1 예비 검사 및 검사자간 일치도 훈련
검사도구의 검사시간과 적절성, 유아의 질문에 대한 

이해력 등을 알아보고 검사에 따른 문제점을 수정・보완
하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면서 유치원 및 가정환경과 발달수준이 비슷
한 S유치원 만 5세 1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와 담임교
사가 실시하였다. 정서읽기능력검사는 개별적으로 유아 
한 명씩 빈 교실에서 본 연구자가 검사를 실시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검사는 유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
를 배부하고 평정하게 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한 유아당 
소요시간은 정서읽기능력검사 9～12분, 친사회적 행동 
검사 15～18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검
사 결과 검사도구의 특별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발
견되지 않아 본 검사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검사는 유아의 평소 행동을 보고, 담임
교사가 평가하는 도구로 평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정하게 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러한 이유로 검사자간 일치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8명의 담임교사들과 본 연구자가 함께 특정 유아의 행동
특성을 공유하고 평정해보는 과정을 3회에 걸쳐 훈련하
여 검사자간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검사자간 일치도는 
95%로 나타났다. 

2.2.2 본 검사
본 검사는 정서읽기능력 검사는 본 연구자가 빈 교실

에서 유아와 개별면접으로 실시하였다. 검사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검사지는 본 
연구자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200부 중에 195부를 회수하여 최
종 192부의 검사지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첫째, 정서읽기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친사
회적 행동과 정서읽기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친사회적 행동
에 정서읽기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유아의 정서읽기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
    분석

유아의 정서읽기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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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motion

complex 
emotion total

leadership .681*** .698*** .706***

help cycle .519*** .562*** .552***

communication .825*** .809*** .838***

leading consideration .789*** .748*** .790***

try Access .749*** .689*** .740***

favor .531*** .571*** .563***

empathy and regulation .678*** .711*** .710***

total .829*** .834*** .852***

***p<.001

Tab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motional 
reading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N=192)

reading 
emotional 

states
B SE β t R2 adj R2 F

(constant) 24.
660

4.
147

.726 .723
225.
466***

basic 
emotion

3.
506 .727 .416

4.
413***

complex 
emotion

4.
270 .866 .461

4.
932***

***p<.001

Table 3. The effect of emotional reading ability on 
prosocial behavior    (N=192)

펴본 결과, 두 변인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852, p<.001). 정서어휘별로 살펴보면, 기본정서는 
친사회적 행동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829, 
p<.001), 그 중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r=.825, p<.001), 주도적 배려(r=.789, p<.001), 접근 
시도하기(r=.749, p<.001), 지도성(r=.681, p<.001)감정
이입 및 조절(r=.678, p<.001), 나누기(r=.531, p<.001), 
도움주기(r=.519, p<.001)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복합정서는 친사회적 행동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고(r=.834, p<.001). 그 중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r=.809, p<.001), 주도적 배려(r=.748, 
p<.001), 감정이입 및 조절(r=.711, p<.001), 지도성
(r=.698, p<.001)접근 시도하기(r=.689, p<.001), 나누
기(r=.571, p<.001), 도움주기(r=.562, p<.001)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Table 2 참고).

3.2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
선성의 진단 결과, 공차는 .81-84, VIF가 1.11-1.14로 
나타나 10보다 작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였고, 
Durbin-Watson의 값이 1.28로 나타나 2에 가깝기 때
문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 정서읽기능력
과 친사회적 행동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을 72.6% 설명
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25.466, p<.001). 정서어휘별로 살펴보면, 기본정서
(β=.416)와 복합정서(β=.461) 모두 친사회적 행동과 정

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읽기능
력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
해준다(Table 3 참고).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서읽기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정서읽기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전체적
으로 상호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
아의 정서읽기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도 높다는 선행연구들
[12,17]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대상은 다르지
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얼굴표정 정서인식능
력은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능력과 또래관계에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18]를 지지한다. 결과적으로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얼굴표정을 통해 유아들이 다른 사람
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구별하는 능력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관심을 나
타내는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정서읽기능력을 독립변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기본정서와 복합정서 모두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
에 대한 정서인식이 감정이입능력보다 우선적이라고 주
장한 연구결과[19]와 일치한다. 또한 얼굴표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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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서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또래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힌 연구결과[20]를 지지하는 바이다. 즉, 유아가 얼굴
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지각하는 능력이 뛰어
날수록 또래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여 잘 도
와줄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관
리하고 조절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끄는 능력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서읽기능력이 
높을수록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나타내는 
긍정적인 측면의 친사회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유아의 정서읽기능
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읽기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이를 고려하여 적합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현
장의 유아교사들이 정서읽기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유아들을 위해 정서읽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
서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는 연구대상을 만 5세만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서읽기능력이 발달하
는 영아기부터 유아기의 발달적인 연계성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친사회
성 행동 평정을 교사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교사 한 명당 
유아 20～25명씩을 측정하였다. 이는 교사의 사고와 유
아에 대한 편견 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후속연구에서
는 직접 관찰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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