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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n empathy ability improvement program on empathy ability and parenting efficacy
among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This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using a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The experimental group (n=23) completed an empathy ability improvement program, while 22 mothers were as-
signed to the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empathy ability scale and parenting efficacy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x2 test and test independent t-test.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empathy ability (t=2.79, d=4.48, p=.008) and parenting efficacy (t=2.87, d=0.89, p=.006)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mpathy education may be effective for improving em-
pathy ability and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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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생은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으

로, 신체적 성장은 완만한 속도를 보이는 반면 인지적 ․ 정서적으로

는 빠르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학교와 또

래집단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에서 필

요한 기술을 배우면서 사고의 영역이 확장된다[1]. 최근에는 초등

학생 아동에게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폰 중독의 문제[2,3], 이성교

제나 성 조숙에 따른 신체적 ․ 생리적 ․ 심리적 변화로 유발되는 문

제[4], 학교 적응 문제[5] 같은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생과 가장 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양육행위가 학령기 아동

의 성장 ․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6]. 

특히 아동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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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어머니의 양육행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

회 ․ 정서적 성숙을 도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7,8]. 또한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공감은 어머니-자녀 사이 유대감의 기초가 되며, 자

녀에게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아동이 또래관계를 비롯해 대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6]. 따라서 공감능

력이 높은 부모의 양육을 받은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보다 잘 적응

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이 높은 반면[9], 부모

의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한 아동은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

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자기중심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0]. 이렇듯 자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은 어머니의 양육행위는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아동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력과 공감적 사회정서 성향을 발달시켜주어 아동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이란 보호자가 아동이 적절하게 성장 ․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이다[11].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여 아동이 

정서적으로 성장 ․ 발달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이

러한 양육효능감은 공감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어 자녀에 대해 공감

하는 능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자신

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13]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함께 양육효

능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부모의 양육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

통이나 상호작용, 장애아동 부모 교육, 부모-자녀의 관계 개선, 예

비 부모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14]. 

이 중에서 학령기 아동의 부모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Lee [15]는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들은 분노조절능력과 부모효능감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중심 상호

작용 부모교육을 실시한 Lee의 연구[16]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

용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모교육 프

로그램은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으며, 교수법은 주

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일방적 의사소통에 의한 이론중심의 지식 

전달에 그치거나 실습시간이 짧았다[14,17]. 특히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뉘는데, 인지적 공감은 관계 형성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서적 공감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7] 정서적 공감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프로

그램은 정서적 공감을 따로 다루지 않았고[7,18], 정서적 공감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감기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

습시간이 부족하여 공감능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행위가 변화하도록 

하는 체험중심적 교수법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15]. 체험학습이란 개인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신체적으로 활동

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반성적인 성찰을 하고, 이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화를 통해 다

시 능동적인 실험을 하는 순환적인 절차를 통해 행동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모델이다[19]. 이러한 체험학습을 적용한 부모교육은 추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양육자의 잠재력

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시스템이라는 장점이 있다[18]. 또

한 실생활에서 자녀 양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을 적용

한 부모교육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킨다[17]. 따라서 체험

학습 모델을 기틀로 둔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공감능

력 향상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부모의 공감능력과 양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 

어머니의 공감과 양육행동의 변화를 위한 중재연구[7], 유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13]와 학령전기 아동의 아버

지를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12]

가 시도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어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신체적 ․ 심리적 ․ 정서적으로 급변화가 나타나는 학령기

[2-5]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부모의 양육행

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를 제공

할 때 체험학습 모델을 적용한 시도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 어머니가 최근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

는 학령기 특성에 맞추어 양육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모델[19]을 

활용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이들의 공감능력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건강한 아동의 성

장 ․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 프로그램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어머니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공감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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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the study.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공감

능력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의 어머니이다. 본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주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감 

관련 교육이나 양육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본 연구

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자녀

가 만성적인 건강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G*Power 3.1.3 [20]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통계 방법 t-test, 

one tail, effect size large [18], alpha .05, Power .80일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각 그룹 당 21명으로 총 42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탈락률을 감안하여 그룹 당 25명을 모집하였다.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학교 간의 거리가 20 km 이

상 떨어져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고, 두 학교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지정하였다. 실험군은 교육 프로그램에 2회 이

상 결석한 참여자 2명이 탈락하였고, 대조군은 불완전한 응답 2명

과 사후 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 1명이 탈락하였다(Figure 

1).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 수는 실험군 23명, 대조군 

22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 [21]와 Mehrabian과 Epstein [22]의 공감능

력 측정도구를 Shin [23]이 번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 보완

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였다. Shin [23]의 공감능력 측정도구는 인지적 공감(6문항), 정

서적 공감(27문항), 표현적 공감(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74였다[23]. 본 연구에서

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3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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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 측정은 Giband-Wallston과 Wanderrsman [24]이 

개발한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Shin과 Chung [25]

의 척도를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이며,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

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

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78이었으며[25], 

본 연구의 Cronbach’s ⍺는 .88이었다.

3)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어머니의 공감능력 향상을 통

해 양육효능감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아동의 성장 ․ 발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Figure 2). 본 프로그램은 사전에 개

발자에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Kim [18]이 청소년 어머니

를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학령기 어머니에 적합하

도록 수정 ․ 보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자녀 간에 상호의

사소통을 하는 부모코칭을 적용하여 양육효능감과 공감능력에 대

해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부모코칭 프로그

램은 총 8회기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자기효능감 증진 

훈련, 양육 스트레스 감소 훈련, 분노 감소 훈련, 공감능력 향상 훈

련, 감성 대화법, 코칭대화법, 마무리이다. 과제물 나누기, 게임, 역

할놀이, 편지쓰기, 소감 나누기 등의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매 회기마다 과제가 부여된다. 각 회기는 총 120분이 소요되며 과

제물 나누기 20분, 교육 60분, 휴식 10분, 실습 20분, 마무리 10분 순

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청소년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습에 할애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

다는 점과 공감기술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수정 ․ 보
완하였다.

본 연구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모델[19]을 적용하였다. 각 회기별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교육을 한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역할극으로 실습

하고, 이에 대해 서로 피드백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소그룹활동 후 참여자 전원이 실습의 

결과에 대해 토론하였고, 이에 대해 진행자가 피드백하여 실제로 

자녀를 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모색하였다. 각 회기별

로 자녀에게 학습한 기술을 적용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다음 회기

에서 소그룹별로 각자의 과제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성공사례와 실

패사례, 개선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룹별 토론 결과에 대해 참여

자 전원이 공유하고, 진행자는 이에 대해 피드백하여 교육 내용과 

실제 양육행위가 연계성을 가지며 수정된 공감기술을 익힐 수 있

도록 하였다.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령기 아동발달 특성과 성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성격을 아홉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특징과 유형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성격을 이해하는 도구인 에

니어그램을 이용한 상담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26]에 근거하여 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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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Session Categories Contents Methods

1 Orientation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
- Building rapport
- Understanding the school-age child'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Sharing work (20 mins)
- Successes
- Failures
- Improvements

Lecture (15 mins)

Practice (45 mins)
- Role play

Break (10 mins)

Discussion (20 mins)
- Sharing feeling
- Finding a way to practice

Wrap-up (10 mins)
- Feed back
- Homework assignment

2 Active listening - Techniques of active listening
- Practicing active listening

3 Anger and stress 
management

- Risks of anger and stress
- Identifying one's own stressors
- Techniques to turn negative energy into positive energy
- Techniques of stress management
- Practicing relaxation technique

4 Communication skill - Non-violent communication
- Practicing I-message

5 Empathy skill - Technique of empathy
- Practicing empathy skills

6 Empathic reaction - Techniques of emotional communication
- Techniques of empathic reactions
- Practicing emotional communication and empathic reactions

7 Coaching 
communication

- Techniques of coaching communication
- Practicing of coaching communication

8 Enneagram - Identifying one's own and the child's personality type using the 
enneagram

- Evalua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

프로그램에 에니어그램을 추가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27], 어머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

는 의사소통 기술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8회, 

16시간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었다는 Lee의 보고[14]에 근거하여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 의사소통기술(적극적 경청, 비폭력 대

화, 나-메시지 전달), 공감기술(분노와 스트레스 관리, 공감기술, 

공감반응 표현), 에니어그램을 이용한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 이해

에 대한 내용 등의 8회기로 구성하였다(Table 1). 각 회기는 총 120

분이 소요되었으며 과제나누기 20분, 교육 15분, 실습 45분, 휴식 

10분, 토론 20분, 마무리 10분으로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

용타당도는 부모교육 상담 전문가 1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아동

간호학 교수 1인이 2차례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과 학령기 아동의 성장 ․ 발
달 단계의 특성, 코칭 의사소통은 아동간호학 전공 간호학과 교수 

1인이 교육을 시행하였다. 적극적 경청, 의사소통기술, 공감반응

은 대학에서 의사소통 교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

이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노와 스트레스 관리, 공감기술은 정

신간호학 교수 1인이 진행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E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행되었다(IRB No. 2012-10-05). 실험군은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28일까지 C시에 소재한 A초등학교의 홈페이지에 광고문을 게시

하여 신청자가 25명이 될 때까지 모집하였다. 중재는 2013년 2월 4

일부터 3월 29일까지 8주간 시행하였다. 사전측정은 프로그램 첫 

회기에 실시하였고, 사후 측정은 프로그램 종료 후 1주일 후에 측

정하였다. 대조군은 C시에 소재한 B초등학교 학생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실험군 모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3년 4월 8일부터 6월 7

일까지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

구의 취지와 목적,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등에 대해 구두로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

의서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

문 응답 후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그리고 대조군의 자료 수집이 종

료된 후 실험군에게 제공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중재를 대조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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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23) Control group (n=22)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38.27±3.21 40.19±3.89 1.77 .084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dergraduate
Graduate school

 4 (17.4)
 6 (26.1)
11 (47.8)
2 (8.7)

1 (4.5)
 4 (18.2)
10 (45.5)
 7 (31.8)

5.00 .171

Number of family members 3.95±0.58 4.37±1.21 1.36 .185

Income (10,000 won) ＞200~≤300
＞300~≤400
＞400~≤500
＞500

2 (8.7)
 6 (26.1)
 5 (21.7)
10 (43.5)

2 (9.1)
2 (9.1)

 7 (31.8)
11 (50.0)

2.36 .501

Number of children 2.05±0.58 1.89±0.57 0.84 .405

Child's year in school 3.05±1.70 3.63±1.57 1.14 .262

Gender of child Male
Female

12 (52.2)
11 (47.8)

15 (68.2)
 7 (31.8)

1.20 .273

Order of child 1.32±0.48 1.37±0.60 0.30 .766

Empathy ability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3.74±0.26
3.59±0.73
3.77±0.27

3.71±0.25
3.69±0.41
3.71±0.26

0.39
0.54
0.72

.697

.595

.476

Parenting efficacy 3.55±0.41 3.69±0.43 1.10 .277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능력 및 양육효능감 점수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공감능력 및 양육효능감의 

사전점수 자료를 이용하여 chi square와 independent t-test를 실

시하였다. 본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고, 효과크기는 Cohen’s d 공식으

로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실험군과 대조군 참여자는 모두 전업주부였고, 실험군과 대조

군의 대상자 나이, 학력, 가족 수, 가계 수입, 자녀 수, 초등학생 자

녀의 학년, 자녀 성별, 초등학생 자녀의 출생 순위, 공감능력 사전

점수, 양육효능감 사전점수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Table 2).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확인되

었다.

2.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효과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한 공감

능력 정도와 양육효능감 정도는 Table 3과 같다. 공감능력은 대조

군의 점수(-0.08±0.14)보다 실험군의 점수(0.72±0.21)가 유의하

게 상승하였으며(t=2.79, p=.008), 효과크기(d)는 4.48이었다. 실

험군과 대조군의 인지적 공감점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감

정적 공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t=2.41, 

p=.020), 효과크기(d)는 0.71이었다. 양육효능감은 대조군의 점수

(0.03±0.24)보다 실험군의 점수(0.30±0.36)가 유의하게 상승하였

으며(t=2.87, p=.006), 효과크기(d)는 0.89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

램을 제공한 후,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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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N=45)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23) Control group (n=22)

t Effect size† pPretest Posttest Differenc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M±SD M±SD M±SD

Empathy ability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3.74±0.26
3.59±0.73
3.77±0.27

3.81±0.25
3.75±0.42
3.82±0.27

0.72±0.21
0.16±0.56
0.05±0.21

3.71±0.25
3.69±0.41
3.71±0.26

3.63±0.28
3.64±0.46
3.63±0.28

-0.08±0.14
-0.05±0.21
-0.08±0.15

2.79
1.70
2.41

4.48
0.50
0.71

.008

.100

.020

Parenting efficacy 3.55±0.41 3.85±0.44 0.30±0.36 3.69±0.43 3.73±0.46 0.03±0.24 2.87 0.89 .006

*Difference between posttest score and pretest score; †Cohen's d.

감능력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

조군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양육효능감을 사전과 사후 에 2회 측정

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실험군의 공감능력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공

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

는 데에 큰 크기의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Kim

의 연구[27]에서는 초등학생에게 공감교육을 실시한 후 공감교육

이 초등학생의 인지적 공감에 효과를 보인 반면 정서적 공감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서적 공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인지적 공감이란 타인의 역할이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3]. 아동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공감적 경험이 누적되어 점차 타인의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상황, 조건 등을 고려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발달된다

[23,28]. 따라서 선행 연구는 인지적 공감능력에 가변성이 있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공감에 효과가 나타난 반면 본 연

구의 대상자는 초등학생 어머니로서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인지적 

공감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

서는 Kim과 Kim의 연구 결과[27]와 상반되게 정서적 공감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이란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

으로 타인과 유사한 정서를 경험하거나 정서가 일치하지는 않더라

도 타인에 대한 연민, 관심, 동정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Hoffman [28]은 아동기의 무의식적이며 자발적인 정서반응

이 아동이 성장 ․ 발달하면서 타인에 대한 역할과 관점을 수용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발달된 후, 보다 성숙한 단계인 정서적 공감능

력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정서적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적 공감능력에 변화가 나타

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중학생 어머니의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Kim의 연구 결과[18]와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Christopher 등의 연구[7]에서 양육교육이 공감능력

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학령기의 성장 ․ 발달의 특성을 다룬 것이 초등학생 어

머니가 자녀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지막 회기에서 에니어그램을 다루어 자녀와 어머니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과제를 통해 어머니가 시행하였던 공감행동에 

대해 보였던 자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본 연구 참여

자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양육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큰 크기의 효과크기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18]의 부모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

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공감

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7].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높다[13]. 본 연구의 결과도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공감능력이 증진되면

서 양육효능감 점수도 동반 상승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

교부적응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 결과 양육태도에 효과를 보이지 않은 Lee의 연구 결과[16]

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프로

그램의 내용과 교수 방법을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

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자녀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자녀를 이해

할 수 있어 양육효능감에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

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Lee의 연구[14]에 따

르면 대부분의 기존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경우가 많

았으며, 성공적인 부모교육을 위하여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진행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회기별 주제에 따라 전문가

가 교육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실제 경험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

었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인 양육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양육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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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초등학

생 어머니의 공감능력 향상과 양육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부모코칭 프로그램에 공감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필

요한 기술과 에니어그램을 통한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방법을 보

강하여 체험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공감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 때

문에 어머니의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에도 효과가 있었

다고 해석된다. 

최근 들어 새롭게 나타나는 학령기 아동의 다양한 행동에 반응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조기에 준비하여 자녀의 특성에 맞추어 양

육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공감능

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또한 단순

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양육행위에 적용할 수 있

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육 방법이 아니라 자녀와 어머니 중심

의 개별적으로 적합한 양육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한편, 본 연구 프로그램의 목적을 자녀를 공감

하여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두었는데, 사후 

에 반복측정을 하지 않고 1회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교

육의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

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시

간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업주부만 참여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어머니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가 접촉하는 시간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

를 고려하여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뇌전증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

스 정도가 높다는 보고와[29] 북한이탈 아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연구 결과[30]에 근거하

여, 본 연구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성질환 아동이나 북한

이탈 아동 같은 다양한 아동의 부모에게 확대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공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시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실제 자녀의 양육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제물 제공, 

피드백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초등

학생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

인 중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

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학령기 아동

의 건강한 성장 ․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에 대한 중재에 기여할 수 있

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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