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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cale that can rate the character of preschoolers. For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of character from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haracter attitude
and behavior and excerpted items that represent the factors of character and finally made of 83
preliminary items. Eighty-three preliminary items were administered to 193 preschoolers and were
analyzed with factor analysis an reliability so that 81 items were confirmed. The 81 items for the
main study were administered to 602 preschoolers. Item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executed and identified/confirmed 9 factors with 81 items. Cronbach's alpha ranged from .915 to
.949 showing high internal consistencie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provided evidence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The test of nomological network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elf-esteem and social behavior provided additional evidence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character attitude and behavior. The results lend an evidence that the
Character Scale can be used as a valid scale to be able to rate 'Character' for preschoo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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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아 인성프로그램 증가와 함께 유아인성을 평가하는 객관성 있는 척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 3-5세 누리과정(2013)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인성프로그램 단행본,
Lickona(1991)의 인격 구성요소와 유아인성 덕목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실천적 덕목중심
의 교사용 인성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3-5세 담임교사
가 유아들의 인성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는 예비검사와 본검사 자료를 토대로 9개 인성요인을 측정하
는 81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유아인성 평가척도를 구성하고, 문항분석을 통해 유아 인성 평가척
도가 유아의 인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법칙론적 네트워크 검증방법
을 통해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한 결과, 개발된 유아 인성 평가척도를 통해 측정된 유아들의
인성은 인성과 관련된 변인인 자존감과 사회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유아 인성 평가척도의 구인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와 관련시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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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 정보화, 디지털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첨단문명의 발달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과 경제적 윤택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 물질적, 경제적 가치
를 중시하게 되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
위한 인간 교육이 아닌 성공을 위한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을 강조하게 되면서 교육의 균형이 상
실되었다(김숙자․김현정, 2012).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인성교육을 소흘히 하였던 결과가 서서히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
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1995년 교육개혁위원
회에서 5.31 교육 개혁안을 시작으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공식화 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실천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계획의 필
요성을 절감하며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천적 인
성 프로그램 개최하고 실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 지원과 많은 인성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인 많이 이루어고 있는 것은 반
가운 일이나 이러한 노력이 유아의 인성적 측면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되는 것이 필요
하다. Lickona, Schaps와 Lewis(2003)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성교육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성교육과 인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
한 평가척도 개발이 미비한 실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실천적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프로그
램이 증가할수록 인성교육 평가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성척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초, 중, 고등학생, 교사,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성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유아 대상 인성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
는 인성척도들의 경우, 초등학생용 인성 특성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한 부모용 척도와
개인 유치원 내 원아의 인성분석을 위해 제작된 평가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나은숙․김경
희(2014)에 의해 개발된 만 3-5세 유아용 인성척도는 Lickona(1991)와 박성미․허승희(2012)의
연구를 근거로 유아인성 특성에 해당되는 하위영역의 분류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
었는데, 이 척도는 ‘인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유아용 척도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괄
목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또한 부모용 평정 척도로 객관
적 평가보다는 부모의 주관적 입장에서 유아의 인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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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우며, 실천중심 인성의 덕목을 고려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에는 한계점이 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사실대로 파악․기술해
야하며,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위해 유아교육 프로그램 전체의 효율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황혜익, 2011) 교육의 현장에서 유아들의 발달 수준 및 행동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교사가 부모 평가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 Hetherington과 Parke(1993)는 교사가 부
모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보다는 더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요즘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객관적이며 정확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사의 관찰에 의한 평
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단현국․이미숙,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 3-5세 누리과정
(2013)의 실천덕목인 질서, 배려, 협력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성관련 프로그램 덕목, 인성 관련
선행연구들의 인성교육 관련 실천적 덕목들을 기반으로 교사용 만 3～5세 유아인성 평가 요인
들을 구성하고, 이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유아인성 평가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는데 있어 개발된 도구를 통해 측
정된 ‘인성’이 관련 변인들을 잘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여 개발된 ‘인성’ 측정도구의 구인타당성을
또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성의 함양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시키고(강
홍자, 2003; 박정선, 2006; 황지영, 2012)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김현정․김숙자․윤나리,
2013; 노미숙․권경숙, 2015). 따라서 개발된 도구를 통해 측정된 ‘인성’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을 예측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인성’ 측정도구의 타당성의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를 위한 인성 척도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유아인성 평가척도의 요인구조는 타당한가?
셋째, 유아인성 평가척도의 신뢰도는 적합한 수준인가?
넷째, 유아인성 평가척도는 사회성,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인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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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은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개념을 달리 규명하고 있어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
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품성’이며, 우리말의 ‘사람 됨됨이’, ‘인격(人格)’, ‘성품(性稟)’,
‘개성(個性)’, ‘기질(氣質)’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고(정종석, 1989), 일반적으로 영어로 표현할 때
는 ‘temperament’, ‘character’, ‘personality’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Berkowitz & Grych, 2000).
‘temperament’는 특정한 감정이나 기분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독특한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선
천적 소질을 의미하며(주영희, 1999), ‘personality’는 사람의 타고난 특성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면, ‘character’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고려한 개인의 성질이나 경향으로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류청산․진흥섭, 2003).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자
들마다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인성의 의미를 달리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과 도덕적 가치가 개입된 인격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로써 성격과 성품 두 가지 의
미를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다(김영옥․장명림․유희정, 2009).
그러나 미래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잘 살
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교육과학기술부, 2011) 타인 및 공동체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올바른 인성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과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교육과학기술부, 2013)
을 또한 포함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이란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이며(강선보, 2008),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독
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함양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할 인성(character)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성은 인간이 회복하고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다운 모습이며 성품으로(강선보, 2008)
변화가능하다(황응연, 1992). 인간의 인성 형성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
려진 사실로 인성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인성교육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성은 생에 초기에 형성되는데(Berkowitz & Grych, 1998), 특히 유아기는인성 형성의 결
정적인 시기‘로,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
와주기 위해서 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유아기는 인성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친사회적 능력, 공감능력, 정서
지능, 자기 정서 이해와 조절 등의 발달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 친절한 태도, 옳고 그
름을 판단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고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능력으로 형성되어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오세화․이소은, 2002; 이세나․이영석, 2000).
Lickona(1991)는 유아들은 도덕적 앎,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이 어우러질 때 그 결과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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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좋은 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노력을
인성교육이라고 하였으며, 인성발달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는 개별적으로 기능하
지 않고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며, 인성발달에 있어서 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의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인격교육론, 1998). 인성교육이란 유아들의 도
덕적 판단 능력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덕목에 대한 교육이다. 이에 따라 기
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강조하여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영역의 내용
뿐 아니라 성격, 목표에도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우영효(2004)는 인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도덕적 행동의 수준
을 결정하므로 유아시기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찬옥(2010)은 유아
가 덕목중심의 습관화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동뿐 아니라 정신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아인성교육은 도덕성 알기, 도덕적 느끼기, 도덕적 행동하기의 세 영역이 분
리되어서는 좋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좋은 덕목들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인성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며, 덕목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직접 실천해야 인성이 발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유치원에서의
생활자체가 유아의 인성의 장으로 생각하고 유아가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활동이 구체적
이고 다양하며 통합적이고, 유아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기존의 유아 인성 평가척도
유아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와 하위요인들을 간략하게 정리하
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유아 인성평가척도와 하위요인들
연구자
- 강난기(1989)
: 정범모(1987)의 초등학생용 인성특성 문항
을 토대로 제작

하위요인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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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김현희(2013)
: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프로그램(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 제시한
6가지 유아인성 지도 덕목
- 나은숙․김경희(2014)

자아확립, 긍정적 생활태도, 끈기, 자기조절,

: Lickona(1991), 박성미․허승희(2012)의 연

노력, 용서, 관용, 긍정적 상황 전환, 책임감,

구를 근거

타인존중, 타인배려와 협력, 세계시민의식, 사
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봉사, 헌신

지금까지 유아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는 크게 강난기(1989)의 인성검사와 이
경희․김현희(2013)의 인성검사, 나은숙․김경희(2014)의 유아용 인성척도이다. 이 세 가지 도구
가 이미 개발되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유아용 인성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
유를 각 도구의 한계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난기(1989)와 이경희․김현희(2013)의 인성검사 도구는 부모가 자녀의 ‘인성’을 측정
하는 부모용 평가도구로, 부모는 유아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과거에 일들
을 회상하는 것을 기초로 양육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는 다른 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 집단 활동에 참여 하는
것,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나 전반적인 능력이 어떻게 성장
되고 있는지 등을 관찰하여 기록할 수 있고(Hetherington & Parke, 1993; Seefeldt, 2001) 그들
의 정보 또한 부모보다는 정확할 수 있다(Hetherington & Parke, 1993). 그러므로 담임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많은 부분에서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담임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의 인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사용 평가척도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은숙․김경희(2014)는 유아들의 인성교육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성의 개념을 보
다 분명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한 후 인성의 정의에 따라 그것을 명료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를 개발하였다고 도구 개발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에서 구성
요인 추출과 문항을 제작하다 보니 실천위주의 덕목중심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현 교육현장에
적합한 척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천적 덕목중심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맞도록 유치원 3-5세 누리과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프로그램의 덕목과 인성교육을 주도적으
로 이끈 Lickona(1991)의 인격의 구성요소와 인성덕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실천적 덕목을
추출하여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교사용 유아인성 평가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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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척도 문항개발을 위한 연구
만 3-5세 누리과정 및 단행본 유아인성프로그램, 문헌연구에서 추출한 실천적 인성덕목을 정
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3-5세 누리과정 및 단행본, 인성프로그램, 인성관련 문헌연구에서의 인성덕목 분석
연구자
- Lickona(1991)
: 훌륭한 인격의 구성요소

인성덕목
존중, 책임감, 양심, 자존감, 감정이입, 선을 사
랑하기, 자기통제, 겸양(겸손), 수행능력(용기),
의지, 습관

- 박현진․김숙자(2012)

자기조절능력, 정의감, 협력, 배려, 성실, 청결위

: 유아 인성교육 방향 모색

생, 예절, 정직, 질서, 책임감, 타인이해와 존중,

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친절, 협동
예절, 질서, 청결, 정리정돈, 절약, 식사습관, 배

문헌연구

- 최민수․임은영(2013)
: 3-5세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 인성교육 방안

려, 감사, 자아존중, 양보, 타인존중, 협력, 나눔,
친절, 소통, 경청, 자기조절, 우정, 감정이입, 약
속, 사랑, 정직, 신뢰, 책임, 인내, 용기, 효도, 공
정, 관용, 생명존중, 공중도덕, 타문화존중, 전통
문화존중, 나라사랑, 순종, 화목

- 정희영․이정규․한민좌(2013)
: 기독교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 추출
-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3-5세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2011)

유아인성
프로그램

양보, 화평, 규범준수, 정의

배려, 질서, 협력, 나눔, 존중, 효
나눔, 배려, 협동, 다름에 대한 이해, 양심, 질서,

누리과정
및 단행본

존중, 책임, 절제, 협동, 정직, 배려, 인내, 경청,

- 유아인성 교육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 자료집(2012)

정직, 도덕, 공정성, 정의, 예절, 존중, 효, 겸손,
책임, 절제, 인내, 자기조절, 공감, 의사소통, 조
절, 협상, 정서이해 및 표현, 감정이입, 자존감,
긍정적 사고, 자아개념

(교과부)
- 유치원 3-5세 누리과정(2013)

질서, 배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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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만 3-5세 누리과정, 단행본 형태의 유아인성프로그램(교과부), 유아인성 덕목을 분
석한 문헌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천적 인성 덕목들의 추출은 다음의 과정을 통
해 이루어졌다. 먼저, <표 2>의 4개의 인성관련 문헌연구와 3-5세 누리과정 및 단행본 유아인
성프로그램에서 3개 이상 제시하고 있는 인성 덕목을 종합하여 공통덕목들을 추출하여 실천적
유아인성 덕목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배려(6)와 협력(6)이 공통으로 가장 많은 덕목으로 추
출되었다. 그 다음 질서(5), 책임(5), 정직(4), 존중(4), 예절(3), 인내(3), 나눔(3), 효(3), 감정이입
(3), 공정(3), 친절(3), 소통(3) 순서로 추출되었다. 예절, 인내, 나눔, 효, 감정이입, 공정, 친절, 소
통은 같은 빈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천적 덕목을 강조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교육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덕목들을 우선 선정하였다.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평가하
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인성 덕목의 종합과 추출
3-5세 누리과정 및 단행본
유아인성 프로그램(교과부)
3-5세

인성

누리

프로

과정

그램

(2013)

(2011)

배려
협력
질서

배려
협력
질서

존중

나눔
효

부모훈련
프로그램
및 연수
자료집
(2012)
배려
협동
질서
책임
정직
존중
예절
인내
나눔
효
감정이입
공정성
의사소통

공통

선행연구

리코나
(1991)

책임

박현진
김숙자
(2012)
배려
협동
질서
책임감
정직

존중

정희영
이정규
한민좌
(2013)
배려
협동
책임
정직
존중

예절
인내

감정이입
공정성
친절

친절
의사소통

덕목

최민수
임은영

계

(2013)
배려
협력
질서
책임
정직

6
6
5
5
4
4

예절
인내
나눔
효도
감정이입
공정
친절
소통

3
3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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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인성 관련 변인 연구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치곤․채영란(2013)의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사회성 관련 연구가 26개의 변인 중 25.6%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성과 사회성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현정․김숙자․윤나리(2013), 성춘애(2005), 김영미․김현주(2015)의 연구에서는 인성교육활동
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이며, 인성교육활동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밝혔으며, 김영옥․장명림․유희정 (2009) 연구에서는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성향, 사회인지능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활
동을 통해 유아들의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은 유아인성과 사회성이 상관있음을 의
미하는데, 김진수(2013)는 유치원의 일상생활을 통한 인성교육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
을 배려하며, 집단에서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여 도움을 주
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
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또한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황지영, 2012),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정선(2006), 심성계
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존중감과 감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는
윤현숙(2005)의 연구 등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강홍자(2003)의 인성교육을 위한 적응 활동프로
그램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시켰다는 결과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있으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이 형성되어 있으면 사회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박
영아, 2010). 따라서 유아가 바람직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상호작용의 질을 결
정하며,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지성애, 김승희,
2010). 유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게 해주
기 때문에 사회성과도 또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강서영(2011)과 유춘원(2008)의 연구에서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발달하고,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인성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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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은 인성의 영향을 받는 결과요인으로 보고 법칙론적 네트워크
(nomological network) 검증을 통해 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광주 지역의 공립 및 사립 유아기관의 만 3세-5세 유아의 담임교사에
게 배포한 검사지의 문항들 각각에 유아들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의뢰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서 200부의 예비 검사지를 2개의 기관에 배포하였고 이중 193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6.5 %).
본 조사를 위해서는 총 627부의 본 검사지를 7개 기관에 배포하였고 이중 602부가 회수되었다
(회수율 96.0%). 본연구의 대상인 만 3세-5세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예비연구와 본연구의 표본 구성
표본특성

집단

빈도(명)

비율(%)

남아

106

54.9

여아

87

45.1

만 3세
만 4세
만 5세

52
63
78

26.9
32.6
40.4

남아

333

55.3

여아

269

44.7

만 3세

165

27.4

만 4세

252

41.9

만 5세

185

30.7

예비연구
성별

연령

본 연구
성별

연령

2.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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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성 발달 척도
Kohn과 Rosman(1972)이 개발한 사회능력 평정척도(Social Competence Scale: SCS)를 참조
하여 김소영(2000)이 우리나라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능력 평정
척도는 3개의 요인인 사회적 활동성, 사회적 협동성, 사회적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
문항이다. 신뢰도(Cronbach α)는 .907로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다.

나. 자아존중감 척도
유아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단현국․이미숙(2006)이 자존감 도구 및 관련 선행연구들(김영숙,
1997; 이현경, 2004; 한순옥․손화희, 2001; Banmeister, 1998; Beauchamp, 1995; Eder, 1990;
Fuchs-Beauchamp, 1996; Measelle, et al., 1998; Nilson, 2001; Shaffer, 2002)을 기초로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 4개의 요인, 31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신뢰도(Cronbach α)는 .950으로서 높은 수준이여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평가하는데 혼란
스러워 했던 31번 문항을 제외하고 30번 문항까지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예비연구는 유아용 인성 평가척도의 문항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문항 개발을 위해 유
치원 3-5세 누리과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프로그램의 덕목, Lickona(1991)의 인격의 구성요
소, 인성덕목을 정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위요인을 추출하고, 각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
항을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 후,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교육학 전문가 1인이 토론을 통해 각
하위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모호한 문항을 제거․수정하는 내용 타당도의 검증을 거쳐
83문항의 예비 유아인성 평가척도를 구성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문항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의 통계적 분석 절차를 거쳐 예비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
여 최종 81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구성된 81개에 담임교사가 유아들의 인성을 평정하였다. ‘인성’ 평정자료는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아 인성에
관한 9요인모형, 위계적 2차요인모형을 상정하여 어떤 모형이 유아 인성의 요인구조를 보다 잘
설명하는지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 인성척도와 사회성발달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와 관계구조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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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유아 인성척도를 제작하기 위한 예비척도는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요인에 포함
된 문항은 83개이다. 문항분석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예비척도의 구성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83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축요
인추출방법으로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사각회전시켜,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의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 하였다. 그 결과, 나눔척도는 두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므로 나눔
척도를 구성하는 10개의 문항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1-6번 문항은 실천적․행동적 나눔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10번 문항은 정서적 및 정의적 의미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7-10번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인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인성측정도구를 개
발하는데 부적절하여 제거하였다. 둘째, 각 요인별로 문항간 상관, 문항-총점간 상관을 구하여
.30 이하인 문항은 삭제대상으로 고려하였는데 정직 요인에서 7개 문항들이 .30 이하의 상관을
보여 삭제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문항들 중 ‘정직’의 특성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
는 문항인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보완하고, 관련된 단
행본과 선행연구물에서 문항을 발췌하여 12개 문항을 ‘정직 요인’에 포함하여, 최종 81문항을
최종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 본 인성척도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 인성측정도구로 만들어진 81문항에 대하여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추출방법으로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사각회전 하였으
며 요인을 9개로 지정하지 않고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가 몇 개 나
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9개의 인성 하위요인,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요인1(나눔) 5개, 요인2(배려) 10개, 요인3(예절) 10개, 요인4(인내) 10개, 요인5(존
중)11개, 요인6(질서) 7개, 요인7(책임) 8개, 요인8(협력) 8, 요인9(정직)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둘째, 총 81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적합치도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988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 .915～.949 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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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를 기초로 확정된 최종 척도 문항내용은〈표 5〉와 같다.
〈표 5〉 확정된 본 척도 문항내용
덕목

나눔

배려

예절

인내

존중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친구에게 자신의 물건을 잘 나누어 준다.
자신의 놀잇감을 함께 나누어 사용한다.
친하게 지내지 않는 친구에게도 자신의 물건을 잘 빌려준다.
먹을 것을 친구와 나누어 먹는다.
자신이 확보한 공간을 친구와 함께 나눈다.
친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기꺼이 도움을 준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친구와 함께 양보해 가면서 사용한다.
공정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놀이 및 게임을 한다.
친구들과 놀이 할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
속상해 하는 친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달래준다.
진행 중인 놀이에 참여해도 되는지 친구들의 의사를 묻고 참여한다.
동․식물에 대한 관심과 보호하는 마음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한다.
어린 반 동생들을 잘 돌봐준다.
친구가 다쳤거나 슬퍼할 때 도움을 준다.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어른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잘한다.
고운말, 존댓말을 사용한다.
바른 자세로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자기가 잘못한 일은 사과할 줄 안다.
바르게 앉아서 식사한다.
교실에서 큰소리로 떠들지 않고, 뛰지 않는다.
도와준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다른 친구의 물건을 사용할 때는 빌려달라고 말한 후 사용한다.
갖고 싶은 물건을 봐도 참는다.
힘든 활동이라도 끝까지 다하는 편이다.
책읽기를 시작하면 오래 앉아있는 편이다.
선생님이 시키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편이다.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못해도 잘 참고 기다린다.
엄마가 약속시간에 데리러 오지 못해도 참고 기다린다.
싫은 친구라도 참고 잘 지낸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자신이 말할 차례가 올 때까지 잘 참는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줄 안다.

.910
.912
.898
.855
.852
.797
.817
.799
.826
.813
.776
.649
.691
.712
.806
.778
.714
.713
.828
.839
.695
.707
.675
.804
.813
.785
.768
.735
.799
.760
.656
.615
.841
.823
.833

36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말로 표현한다.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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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책임

협력

정직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공손하게 대답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친구들에게 친절하다.
다른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무시한다.(R)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떨어져 있는 것은 주워서 버린다.
다른 것이나 낯선 것에 편견을 갖지 않는다.
주변 동․식물을 소중히 아끼고 보호해야한다는 것을 안다.
중요한 사항은 친구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
신체가 약한 친구나 장애가 있는 친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잘 논다.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친구의 의견을 묻는다.
계단이나 복도에서 안전하게 걷는다.
자신의 순서나 차례를 잘 지킨다.
견학지에서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정돈 한다.
차내에서 규칙을 잘 지킨다.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자신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자신은 끝까지 마

.847
.861
.821
-.512
.737
.694
.622
.643
.849
.866
.852
.865
.918
.832
.916
.878
.842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무리 한다.
자신이 맡은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힘으로 한다.
교구 사용 후 제자리에 정리를 잘한다.
친구나 선생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못한다.(R)
교실이나 운동장에 떨어진 휴지를 잘 줍는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한다.
선생님이 교실에 안 계셔도 자신의 일을 한다.
친구와 약속을 하면 잘 지킨다.
친구에게 도움을 잘 준다.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할 때 의견을 주고받는다.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와 함께 놀잇감을 가지고 잘 논다.
친구들과 금방 사귀고 오랫동안 잘 논다.
교실에서 다같이 함께 하는 일(정리정돈, 청소 등)을 열심히 한다.
친구와 함께 하기로 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한 약속을 지키기

69

위해 노력한다.
친구와 함께 활동을 하기 위해 기다린다.

.787

70

약속을 잘 지킨다.

.807

71

남의 물건과 나의 물건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814

72

잘못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752

73

옳고 그른 일을 구별하여 행동한다.

.810

74

교실에서 주운 물건을 선생님에게 갖다 드린다.

.816

75

친구의 물건이 탐나더라도 친구 몰래 가져가지 않는다.

.835

76

친구의 물건을 빌려 쓰면 꼭 돌려준다.

.833

.880
.823
.814
-.670
.811
.910
.884
.838
.817
.855
.854
.869
.759
.778
.798

361

362

교육학연구 제53권 제3호

77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하면 말린다.

.746

78

친구랑 게임을 할 때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779

79

작은 일이라도 남을 속이지 않는다.

.819

80
81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바로 주인을 찾아준다.
친구나 선생님께 말한 내용은 지키려고 행동하는 편이다.

.812
.803

주: (R)은 역채점 문항

셋째, 구인타당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다음절차로 하위요인간의 공분산 구조에 기초한 구
조방정식 모형을 상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연구모형인 9요인 모
형과 9요인 위계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두고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결측치가
없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수정지
수를 고려하고 하위요인들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측정변수 오차들 간의 상관을 가정하고 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형들의 적합도 분석결과는〈표 6〉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9요인 모형의

  값은 11189.312 (df=3123)이고, 위계적 2차요인 모형의   값은 11628.435 (df=3,150)으로서
모두 기각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큰 표본에 민감한   값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9요인 모형의 CFI와 TLI 지수는 각각 .923과 .929이고, 위계적 2차요인 모형의 경우 .916과 .921
로 나타났으며, Bentler(1990)가 제안한 CFI와 TLI 지수가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제안
한 기준에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모두 반영하는 RMSEA는 9
요인 모형 .066과 위계적 2차 요인모형 .067로서 Hu와 Bentler(1999)이 제안한 .06～.08사이로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성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9요인모형
위계적 2차요인 모형


11189.312
11628.435

df

CFI

TLI

3123
3150

.923
.916

.929
.921

RMSEA
(90% 신뢰구간)
.066
.067

9요인 모형의 표준화 계수는 나눔 .846～.923, 예절 .685～.836, 배려 .643～.834, 인내 .62
6～.844, 정직 .720～807, 존중 .594～830, 질서 .570～.865, 책임 .699～839, 협력 .751～.856으로
나타났다. 9요인 모형의 표준화 계수와 기본 가설 모형을 아래 〔그림 1〕에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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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성측정도구의 확인된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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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유아 인성척도 9개의 하위요인 간 상관
〈표 7〉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성의 하위요인인 나눔, 배려, 예절, 인내, 정직, 존중, 질서, 책
임, 협력, 자아존중, 사회성의 상관 값을 살펴보면 모두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성의 9개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n=602)
나눔
나눔
배려

배려

예절

인내

정직

존중

질서

책임

.853***
.788***
.852***
.795***
.828***
.796***

.779***
.850***
.768***
.856***
.801***

.799***
.739***
.779***
.782***

.730***
.811***
.847***

.817***
.711***

.834***

협력

.791***
***

예절
.717
인내
.693***
정직
.646***
존중
.755***
질서
.576***
책임
.623***
협력
.720***
주: ***p <.001

.836***
.796***
.764***
.842***
.693***
.772***
.834***

-

4. 유아 인성척도와 타당도 검증
가. 인성척도와 관련요인(사회성, 자아존중감)의 상관분석
〈표 8〉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성과 자아존중 그리고 사회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값을 살펴보면 먼저 인성과 자아존중감은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 =.756), 인성과 사회성 또한 p <.0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716). 마지막으로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도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 =.869).

〈표 8〉 인성,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상관관계 분석
(N=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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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자아존중감

인성

-

자아존중감

.756***

-

사회성

.716***

.869***

365

사회성

-

주: *** p <.001

나. 법칙론적 망조직 검증
유아 인성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와 Meehl(1955)과 Embretson(1983)이 제
안한 법칙론적 망조직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의 인성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
회성 간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
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인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인성을 선행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매개 요인으로, 사회
성을 결과 요인으로 하는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2] 인성, 자존감, 사회성 간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
주: *** p <.001
모형검증 결과 산출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 703.262 (df =75), TLI =.916, CFI=
.930, RMSEA =.062로 만족할만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경로계수를 통해, 유아의 인성
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β =.893, p < .001), 사회성 또한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56, p < .001). 또한 인성이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사회성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랩핑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이 인성과 사회성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β =.578,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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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성프로그램의 증가와 함께 유아 인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필요함에 따라
실천적 인성교육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사용 덕목중심 인성평가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
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성측정도구의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3-5세 누리과정(2013)과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발행한 인성프로그램 단행본, Lickona(1991)의 훌륭한 인격의 구성요소, 최민수․임
은영 (2013)의 3-5세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 인성교육 방안과 박현진․김숙자(2012)의 유
아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그리고 정희영․이정규․한민좌 (2013)의 기독교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 추출을 기초로 유아인성의 9가지 하위요인을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
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나눔(5문항), 배려(10문항), 예절(10문항), 인내(10문항), 존중(11문
항), 질서(7문항), 책임(8문항), 협력(8문항), 정직(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81문항에 대한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의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98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나눔은 .947, 배려는 .934, 예절 .928, 인내 .932, 존중 .916, 질서 .915, 책임 .925, 협력
.940, 정직 .9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척도들(강난기, 1989; 나은숙․김경희,
2014)의 문항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유아 인성측정도구가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을 때 유아의 인성을 더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
는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유아 인성 평가척도가 유아의 인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 인성
총점과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r =.73～.85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하위요인과 총점과의 높은 상관값은 점수의 총점이 인성을 대표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입증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가척도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9개 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81문항으로 이루어진 9가지 요인은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인성프로그램에 효를 제외한 덕목과 일치하여 개발된 도구가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실천적 덕목의 요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측정도
구가 유아들의 ‘인성’을 평가할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
는 교육과 프로그램의 평가 또한 가능케 하여 우리 유아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측
정하기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셋째, 유아 인성 평가척도의 구인 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사회성, 자아존중
감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인성과 사회성은 .716과 인성과 자아존중감은 .756, 사회성과 자
아존중감은 .869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인성이 자아존중
감과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며, 인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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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인성평가 척도의 구인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현정․김숙자․윤나리(2013), 성춘애(2005), 김영미․김현주(2015), 김
영옥․장명림․유희정 (2009)의 연구에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
이며, 인성교육활동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황
지영(2012)의 연구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강홍자(2003), 윤현숙(2005), 박정선(2006)이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학생의 자
아개념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척도가 신
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알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인성 평가척도는 실천적 덕목중심 인성교육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유아 인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도구임이 검증됨에 따라 유아들이 지녀야 할 실
천적인 인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교사
에 의해서 평가되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Hetherington & Parke, 1993; 단현국, 이미숙,
2006) 이러한 자료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하고 있는 인성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평가척도
는 앞으로 다양한 인성 연구에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고 인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에 유
용한 진단 및 평가척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만 3-5세 유아인성 평가척도는 특정지역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선
적으로 표집한 것이 아니라 편의표집 하였다. 지역 또한 서울과 광주지역에 국한되었고, 교육기
관도 사립유치원으로 표본이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엔 한계
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척도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 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기관의 유아
를 표집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사용 유아 인성 평가척도는 인성 덕목 중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효’를 평가하는 부모용 평가척도를 함께 사용한다면 유아 인성에 대
한 평가가 더욱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본 교사용
평가척도와 부모용 평가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교사와 부모 간에 다르게 평정된 유아의 인성 하
위요인을 파악한다면 객관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유아의 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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