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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previous research on happiness in young children in order to suggest
positive psychological treatment courses of increasing happiness in young children. To this end, 22 national
academic articles, published up to November 2013 were analyzed along with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study. Variables affecting happiness in young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internal
variables of young children and ex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Variables affecting environments surrounding
young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parents, peer and educational situation. Most studies showed that personal
internal strength, parents, peer and education program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happiness in young
childre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of program development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n order to improve feelings of happiness, which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the
development process, focusing on young children's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positive emotion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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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은 생활 전반에

Ⅰ. 서 론

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구가 충족되어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 웰빙, 성장, 실현,

기쁨, 즐거움, 흐뭇함 등의 정적인 정서와 만족

번영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심리학적 기초위에

스러움 등의 인지를 갖게 되는 상태이다(Lee &

서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Ahn, 2005).

지원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나타낼

Fredrickson(2001)의 확장-구축이론에 따르면 사

수 있는 최선의 기능 상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

랑과 기쁨, 자부심, 열정은 개인과 사회의 자원

이며 개인, 집단, 사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요

을 확장시키며,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

인을 찾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Kwon,

을 기울이고 창의적이며 학습하는데 적극적이

2010).

다. 또한 생후 초기의 행복 경험은 이후 행복을

최근 조기교육 열풍으로 유아들의 양육과 보

위한 선행 학습으로서 미래에 자신의 진정한 행

육환경이 그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경험이 아니

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라 배우고 익혀서 유능해져야 하는 관점으로 흐

태도와 정향성(orientation)을 형성한다. 그의 이론

르는 추세이다. 많은 유아가 경쟁 논리와 가치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생의 초기에 긍정

에 따라 늘 쫓기며 살고 있고 이러한 가치관을

적 경험을 얻고 확장과 구축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닌 부모로부터 양육 받음으로써 대다수가 행

이후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복의 반대 개념인 스트레스(Schiffrin & Nelson,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의 초기에 경험

2010)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불안·좌절감과 같

한 긍정적이고 행복한 경험은 삶의 전반에 영향

은 스트레스나 높은 수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을 준다는 것이다.

를 경험하고 있다(Chung, 2011; Park & Moon,

유아기에 행복감을 많이 경험한 유아일수록

2004; Song & Lee, 2004). 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

성장하며 좌절을 견디는 힘이 많고 더 많은

기를 경험하는 유아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행복감을 지속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아기의

하고 있어(Park, 2009; Lee & Lee, 2011), 유아를

기억은 무의식 저편에 남아 있다가 툭툭 튀어

둘러싼 스트레스 환경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나오는 ‘암묵기억’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

이러한 긴장과 불안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넘어

이다(Park, 2013). 행복은 내측전전두피질(medial

서는 과도한 인지적 자극을 줌으로써 유발되는

prefrontal cortex)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켜 더 강

데 이는 유아로 하여금 정서불안, 도피증세, 충

한 긍정 정서를 불러일으킨다(Matsunaga, Isowa,

동적 행동, 주의 산만, 창의성 발달 저하 등의

Yamakawa, Sadato, & Ohira, 2011)는 연구는 위의

여러 가지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를 야기

주장을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시킬 수 있다(Woo, Hyun, & Lee, 1993).

다. 또한 유아기에 행복감을 많이 경험한 유아

‘2013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

는 여러 사건 속에서 믿음, 자율성, 창의력, 자

교’를 조사한 결과 한국 어린이 행복지수가

존감, 사고력, 신체적 건강, 긍정적 인간관계와

OECD 국가 중 최저로 어린이들의 ‘주관적 행복

사회적 유능성 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요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소들은 유아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뛰어난

서 행복의 의미와 행복관에 대한 논의의 출발

학업성취도와 질 높은 사회적 관계를 갖게 하

지점이 유아기부터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며, 그것이 결국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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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George &

다. 또한 지금, 현재라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만

Vailant, 2010; Paul, 2005).

족감과 소중함과 같은 가치가 행복감이며 춤이

더욱이 행복한 유아는 놀이와 일에 몰입하고,

든 학습이든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이 추구하는

만족하며, 새로운 것에 쉽게 용기 내어 도전하

진정한 결과물을 위해서 과정 속에서의 행복감

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재를 즐기는 생활을

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Park, 1984).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의 삶에 적

21세기에 접어들어 행복에 대한 과학적 접근

극적이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을 시작하면서, Seligman(2011)은 행복에 대한 쾌

이다(Lee, 2009). 이렇듯 유아들 역시 행복감을

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의 두 가지를

느낄 때, 지적 활동이 활발해지며, 자신의 능력

모두 통합하여 즐거운 삶(pleasant life), 몰입하는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Noddings, 2003).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이 어

즉, 행복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존재해야 하

우러진 삶을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정의하였다.

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매우 이른 시기

하지만 최근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행복에

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대한 관점을 넘어서 더욱 풍족한 행복인 ‘플로

인간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리시(flourish)’를 언급하고 있다. 플로리시를 위해

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의 5가지 요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소로 구성된 새로운 웰빙 이론을 주장하고 있

으로 더 유능하고(Diener & Seligman, 2002), 더

다.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많은 성격강점의

이타적이며(Seligman, 2002), 과제 수행을 더 잘하

잠재성이 이른 나이에 생겨나서 인생의 특정

고, 보다 스트레스에 강하며 긍정적이라는 주장

시기에 안정된 특질로 굳어진다(Heine, Lehman,

(Danner, Snowdon, & Fredricksen, 2001; Haggard

Markus, & Kitayama, 1999; Park & Peterson, 2006)

2005; Horiuchi, Tsuda, Hashimoto, Kai, & Wenjie,

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아동들의 성격강점을

2008)을 하고 있다. 또한 지각된 행복감 수준

발현시키고 촉진하는 것은 결국 행복과 긍정적

은 우울이나 불안과 부적 관계가 있고(Shimai,

삶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이다.

Otake, Utsuki, Ikemi, & Lubormirsky, 2004), 이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긍정심

생후 초기의 행복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

리치료는 긍정 심리학의 이론과 정신을 심리치

여주는 자료들이다.

료에 적용한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다. 이는 치

현재 많은 수의 아동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료의 목표와 방법에서 기존의 심리치료와 차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심리적인 어려움

를 보이는데 심리치료의 목표는 자기실현의 촉

때문에 상담심리센터를 찾고 있다. 그래서 최근

진과 행복의 증진을 기대한다. 기존 심리치료의

유아들의 문제를 둘러싼 인적, 물적인 환경 변

방법이 부적응적 행동, 부정 정서, 부정적 사고

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등에 초점을 둔다면, 긍정 심리치료는 긍정적

그 중 하나인 연구주제가 유아의 행복감이라고

성격, 긍정 정서, 긍정 경험 등에 초점을 맞춘다

볼 수 있다.

(Seligman, Rashid, & Parks, 2006). Seligman과

행복은 과정의 즐거움, 기쁨, 환희와 같은 긍

Csikszentmihalyi(2000)는 긍정심리학을 “삶의 질을

정 정서와 고통, 절망, 간절함과 같은 어려움이

높이고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의 긍정

수반된 부정적인 정서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이

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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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긍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는 과

구를 살펴보면, 우선 유아 행복교육의 가능성

학”으로 정의하였다.

탐색(Ahn, 2013; Lee, 2009), 유아 행복척도개발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긍정심리학적 접근을

(Lee, 2010), 유아의 행복 개념에 대한 인식(Kang,

활용하는 것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시

2009; Kim & Kim, 2008; Kwon, 2013; Ryu, 2013),

도되는 것이다. Smith, Compton과 West(1995)의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 변인관계에 대한 연구

연구에서 개인의 행복 증진 프로그램(Personal

(Jeon & Choi, 2013; Chung, Yoo, & Cha, 2012;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PHEP)에 명상을

Kim, 2011; Kim, 2013; Kim & Kim, 2008), 유아

포함시켰을 때 행복과 긍정적인 정서를 높였고,

의 행복감과 유아 개인의 변인과 관련된 연구

Magaletta와 Oliver(1999)의 희망은 목표 지향적

(Gwon & Sung, 2010; Ha, 2013; Cho & Nam,

사고의 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힌 바 있

2011; Park & Yang, 2012), 유아의 행복과 생태학

다. 또한 긍정심리학 기반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적 변인에 대한 연구(Kim, 2012; Lee, 2009), 행복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우울감에 효과가 높음을

관련 프로그램 개발(Choi, Jung, & Oh, 2012;

입증한 Kim과 Koh(2011)의 연구도 있다. 한 개인

Choi, Seok, & Park, 2013; Jung & Kim, 2011; Kim

의 행복증진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존재하는

& Kang, 2008; Shin, 2008; Shin, Kim, & Chung,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매우 이른 시기부

2012)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는 유아를

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인

대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간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인간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문제 있는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감 연

아동을 확인하고 그 결핍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이루

것에 주목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아의 미래는 결

어진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핍을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강점 및 잠재력

경험적 연구들이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이

을 탐색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잘 유용하고

는지를 탐색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성취적이다.

간 이루어진 관련 변인들의 동향을 탐색하여 향

이에 본 연구는 유아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

후 진행될 유아의 행복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리와 존중 받아야 할 개체로서 중요하다는 강조

다지고자 한다. 또한 유아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점을 바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복연구 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성내용과 이론적 근거

석을 통해 유아의 긍정심리 상담 및 치료의 방

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생애 처음으

기존 연구들을 수량화하고 고찰 내용을 면밀히

로 가정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수

논해가는 과정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아

행하고 발달과업과 도전들을 경험하는 유아를

의 긍정심리 상담 및 치료의 방향을 제시해보고

대상으로 행복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자 한다.

양적으로 많은 수의 연구는 아니지만 매우 의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있는 연구방향이 설정되고 있고 유아의 행복감

첫째, 유아의 행복 연구에 관한 국내연구의

증진을 위해 매우 귀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

경향을 알아본다.
둘째, 유아의 행복 관련변인의 구성을 알아본

다.
유아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복 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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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아의 행복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긍
정심리치료 방향을 모색한다.

해 논문의 연구발표(발표시기)현황과 연구방법
(연구유형, 자료분석방법, 변인 내용 및 연구결
과)을 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연구에서 실시한 유아 행복

Ⅱ. 연구 방법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유아 행복연구의 핵심 요소들을 내용 분

1. 분석자료

석하는 틀을 개발하였다. 내용분석의 틀을 개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3년 11월 현재까지

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유아 행복감의 핵심 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유아의 행복 연구논문

소(Key feature)를 다룬 문헌 연구들로 선정하였

22편이다. 이들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다. 이렇게 해서 총 22편이 선정되었고 제시된

RISS4U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국회도서관의 학술

요소들을 추출하여 진단관련 요소를 유아의 행

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13년 9월 1일

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외적인 변인들을

부터 11월 15일까지 수집되었다. 국내학술지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문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검색항목에서 ‘유아 행

Ⅲ. 연구결과

복’, ‘유아 긍정심리’ 등의 검색어로 1차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
이터베이스에서는 176편의 논문이, 국회도서관

1. 유아의 행복 연구에 관한 국내연구 경향

에서는 14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 가운데
일차적으로 제목이나 본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1) 유아의 행복 연구의 전반적 경향

한 유아 행복감 관련 저널의 목차와 초록을 직

행복관련

연구를

발표시기별로

살펴보면

접 검색하였다. 검색한 유아 행복감 관련 저널

Table 1과 같다. 유아 행복관련 연구는 2013년

은 미래유아교육, 어린이문학교육연구, 한국영유

11월 현재까지 총 22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

아보육학, 열린유아교육연구, 유아특수교육, 한

되었는데,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국어린이미디어 등이었다. 또한 검색된 논문들

진행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증가하기

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관련된 연구들을 재검

시작하여 201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색하였다. 이 결과 유아 긍정심리 행복과 관련

시작하였다.

된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그 가운데

Table 1에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복되는 논문과 포스터 발표 논문 등을 제외하

2000년대, 2010년대로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발

고 최종적으로 2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

표된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발표학술지의 등급

정되었다.

은 22편의 논문 모두 학술연구재단 등재지에 발
표되었다. 또한 분석기준은 연구유형은 양적, 질
적 연구로 구분하였고, 연구대상자 연령을 중심

2. 분석기준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들은 두 가지 단계
로 분석되었다. 먼저 지금까지 유아행복 연구의

2) 유아의 행복연구 방법의 전반적 경향

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

본 연구에서는 행복관련 연구를 유형별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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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Periodic distribution of research publication

Period

N=22(100%)

2000s

2010s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frequency

-

2

2

1

2

8

7

total

4(18.2%)

18(81.8%)

Total

22

Table 2. Data analysis method of studies on

통해 살펴본 연구는 1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infants’ happiness

났다.

Method of analysis

N=22(100%)

2000s

2010s

5～7

3～7

years

years

qualitative

1

3

4(18.2)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quantitative

2

16

18(81.8)

기질과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

frequency, average

1

3

4(18.2)

행연구는 행복감에 대한 인식과 유아 개인 내적

group mean comparison

1

7

8(36.4)

correlation

1

4

5(22.7)

regression analysis

-

4

4(18.2)

structure equation analysis

-

1

1( 4.5)

age

N(%)

2. 유아 행복연구 관련변인의 구성

Total

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유아를 둘러싼 물리적
인 환경 요인이라는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행복관련 변인을 수량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의 결과
를 토대로 행복을 증가시켜주는 원인에 대한 하

펴보면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범주를 만들고 각 하위범주의 내용별로 유형

가운데서도 질문지법을 사용한 연구가 18편으로

화하여 분석하였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범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면접, 관찰,

Lee와 Lee(2011), Lee(2008), Yoo와 Kahng(2012),

질문지 등을 병행한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다.

Han과 Moon(2012)은 심리 내적 유아 개인 변인,

또한 연구의 접근법에서는 모두 횡단적 접근법

외적 물리적 변인으로 부모, 또래, 교육 프로그

을 사용한 연구로 나타났다. 22편의 연구논문

램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범주를 바탕으로 본

중 관찰과 면접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와 유

연구에서는 각 하위 범주와 상위 유목 간의 타

아의 행복 변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 분

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담심리 관련학과 교수

석방법을 제시한 것은 Table 2와 같다.

2인과 아동상담자 2인이 검토하는 절차를 가졌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 행복관련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체계는 다음의

대부분의 연구는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

Table 3과 같다.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행복에

을 두었으므로 주요 자료 분석방법은 집단평균

영향을 주는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

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행복감 발달

에 분석에서 일차적으로 관련변인의 특성을 네

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방법

가지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였다. 이들 변인의 분

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으며, 구조방정식을

류는 심리내적인 유아 개인 변인과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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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nents of young children happiness variables

Variables

N=22(100%)

Elements

Total

meaning of happiness

1

young

Self resilience

1

children

adaptation and problematic behavior, problem solving strategy

2

contemplation of desire narrative

1

parent happiness

2

mother’s depression and rearing behavior

1

mother’s rearing efficacy

2

recognition of mother having a child of developmental delay

1

father’s social and economy status

1

communication applying peer mediation

1

possibility of infant happiness education

1

picture book

1

brain-based study

1

9

Yoga activity

1

(40.9)

direction of infant education curriculum

1

ecological aspects with forest experience and nature-friendly activities

4

parent

peer

Education

5
(22.8)

7
(31.8)

1
(4.5)

를 중심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인으로

또래 변인은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적용한 또

부모와 사회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래

래 중재가 중도뇌성마비 장애 유아의 행복감에

관계,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사회적

인의 네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인 영역에서 동일한 연령층에서 영향을 주는

유아 변인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적응 및 문제행동, 문제해결 전략에

요인들의 연구가 단 한 건으로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5건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교육 변인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그림책 읽
기, 요가활동이 유아의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

부모 변인은 7건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유

향을 주었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

아의 행복에 부모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 등이

향으로 나타났다. 9건의 연구들 중 유아의 행복

정적상관으로 어머니 우울은 부적 상관으로 나

감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숲에서의 자유놀이

타났으며, 가족 변인 중에서 아버지의 사회, 경

즉 자연친화적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이 유아의

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행복감과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나타났다.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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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행복 관련 변인과 긍정심리치료의

높게 나타난 결과는 외현적인 행동문제의 경우

방향 모색

남아가 여아에 비해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즉

유아의 전체 행복감 수준 중에 가정환경과

유아, 부모. 또래, 교육 변인에 따라 연구결과를

자아특성은 행동문제와 부분적으로 부적 관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과잉 및 공격 행동과 부적 관련으로 나타
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

1) 유아 개인 변인

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

유아 개인의 심리 내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

는 경향이 더 높았다. 행복감 하위영역이 대인

들은 전체 중 인구학적 변인에서 성과 연령, 정

간 문제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서영역, 사회성영역, 문제해결영역 등으로 나눠

과, 대인관계 행복감만이 강제적 문제해결 전략

볼 수 있다. 유아의 전체 행복감 수준은 남아와

의 사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대

여아가 유사하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인관계 영역에서 행복감 수준이 높은 유아는 또

었다(Kim, 2013; Kim & Kim, 2008; Cho & Nam,

래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강제로 빼앗거

2011; Gwon & Sung, 2010). 반면에 Lee(2010), Kim

나 던지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

등(2011)은 유아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감은 성별

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유아가 지닌 심리적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아가 남아에

인 강점과 외현화로 나타나는 행동유형은 유아

비해 행복감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와 관

가 지각하는 행복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련하여 유아의 행복감과 관련된 하위요인을 구

으로 예측된다.

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본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심리치료접근을 수

대인관계에서 높은 상관으로 보고하였다(Cho &

행할 때 유아의 강점은 성별과 같은 생물학적

Nam, 2011). 또한 하위 구성요소 중 자아특성과

차이를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야 하고, 유아들

유아 행복감 수준이 가장 높은 상관(Kim & Kim,

의 사회적 영역과 문제해결능력, 정서적 힘과

2008)으로 밝혀졌다.

성향등도 매우 중요한 긍정적 자원이 됨을 기초

행복감과 관련된 유아의 심리정서적인 부분

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이나 충

에서는 정서지능, 또래 유능성, 자아탄력성은 정

동 조절적 문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용기나

적 상관으로 나타났다(Cho & Nam, 2011). 이러한

에너지와 같은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은 점차 성장함에 따라 개인 내적인

치료자의 지각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부분과 또래로부터 수용 받는 긍정적 경험의 확
장이 행복감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2) 부모 변인

있다.

부모 변인은 부모의 행복감, 어머니 우울 및

사회성영역에서 문제해결력과 문제행동을 살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문제행동, 발달지체 유

펴보면 유아의 행복감과 문제해결력은 정적 상

아의 어머니 인식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관을 과잉 및 공격행동문제는 부분적으로 부적

부모의 행복감과 유아의 행복감 관련 연구들은

관계로 나타났다(Gwon & Sung, 2010). 또한 행동

생애초기에 속하는 유아기에는 신체적 건강과

문제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 행동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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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

원만한 관계,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의 자각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측면을 중시하

등의 조건에 초점을 둔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

였으며,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과 유아가 느끼는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들은 부모와

행복감사이에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소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였다. 또한 부모가 갖고 있는 삶의 목적과 개

심리적 공간을 확장시켜 간다. 이러한 부모와의

인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감은 유아가 느끼는 행

관계는 또 다른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이

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Kim

후 성장과정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

& Kim, 2008; Song, 2013). 즉 부모가 느끼는 행

다. 결국 행복감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복감 수준이 유아가 느끼는 행복감에 영향을 줄

요인 중의 부모변인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부모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 자신이

로부터 ‘긍정적 자기존중’을 얻기 위해 가치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조건화 태도를 유아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유아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필요하다고

통해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느낄 수 있다.

Kim(2012), Kim, Kim과 Lee(2013)는 유아를 둘

어머니 우울 및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에서

러싼 환경은 총체적 맥락 내에서 중간체계와 거

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으면 유아의 스트

시체계를 제외한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레스는 낮아지고 행복감은 높아졌으며, 창의성

외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로 가족환경 위험요인이 낮아질수록 유아의 행

니의 놀이 지향적 행복관과 성취 지향적 행복관

복감이 높아졌다. 또한 어머니의 상태나 어머니

은 유사한 결과로 어머니가 성취를 추구하는 행

와 유아가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일수록 어머니

복관을 가질수록 유아의 행복경험에 대해 더 낙

의 유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적으로 지각하였고 성취 지향적 행복신념이

보고하였다. Kang(2009)에 따르면, 유아가 느끼는

곧 자녀의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양육 신념으로

행복감의 하위요소는 가정환경, 대인관계 순으

나타났다(Chung, Yoo, Park, & Choi, 2012; Jeon &

로 밝혀졌으며, 이는 유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Choi, 2013; Kwon, 2013).

가정환경이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영역임을 뒷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행복에 대해 인식하

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는 수준에서는 어머니가 교사보다 높게 인식했

Kim과 Kim(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 변인 중

다 (Park & Yang, 2012).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에서 아버지의 직업과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어

지각은 어머니보다 교사가 높게 인식하였다. 그

머니의 취업여부는 유아의 행복감과 관련이 없

이유는 교사는 유아를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아의 행복감은

래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며 인식하는 반면에

어머니의 학력보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

어머니는 비교대상이 없이 유아만을 1:1로 관찰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

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양육 태도와 유아의

한편 발달지체 유아의 어머니와 일반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행복감 수준은 두 집

구와 일치한다(Shin, 2007). 이는 부모와 안정적

단 간 차이가 없었다(Park, Seo, Choi, & Park,

인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사랑과

2012). 이는 행복을 외부적 요인보다 가족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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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잘

준다. 긍정심리 치료적 접근을 위해 먼저 부모

대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Haggard, 2005).

의 배경과 심리내적 자원 중에 강점을 찾아 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부모의 취업이나

용하고 건강한 마인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

경제력이 양육태도와 유아가 지각하는 행복감에

요하다. 또한 유아의 강점을 알고 가정에서 긍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적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의 안팎에서 긍정심

유아의 행복은 외적인 물질보다는 내적으로 신

리 치료보조자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

뢰로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드러

다.

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3) 또래 변인

유아의 행복과 가족의 환경 위험 요인은 교
육과 건강행동, 가정, 지역사회와 유의미한 부적

또래 변인에서는 일반유아와 의사소통이 어

상관으로 나타났다(Kim, 2012). 다시 말해 유아

려운 중도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프로

의 행복감은 위험요인이 낮아질수록 행복감이

그램을 적용하였다(Lee, 2009). 그 결과 중도장애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유아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또래관계와의 상호작용이

의 전체적인 행복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

났으나, 행복감의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영역의

유아들의 행복감 발생률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

행복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만 참여 아동 모두가 증가하였고 3주 후까지 유

& Kim, 2008). Sameroff와 MacKenzie(2003)의 연구

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

에서는 가족의 환경 위험도가 유아의 행복에 영

통은 중도장애 유아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극을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수의 위험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인지 수준이 낮

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정서가 더 취약한 것으로

은 유아의 소극적인 자세를 변화시키도록 유도

나타났다. 이는 위험요소가 더 많고 더 오래 지

하여 혼자놀이 상황을 또래들과 협동놀이를 구

속되었을수록 유아의 발달 결과들이 더욱 위태

성해 가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 진다.

로워진다는 결과처럼 유아의 가족 환경 속에 위

또한 정서적으로 일반 유아보다 불안정한 중도

험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면 유아의 행

장애 유아에게 있어 행복감 증진은 정서적으로

복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이다.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변인에 대한 결과는 긍

유아의 행복감은 또래관계를 떠나서 독립적

정심리학적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으로 논해질 수 없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안에

부모자원 활용이나 부모의 역기능적 환경을 긍

서 숙달을 위한 연습과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확장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강점을 모델링하면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어머니의 취업, 양육신념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과 태도, 부모의 정신건강과 같은 부분을 긍정

긍정심리학에서의 자신의 강점 활용하기는 또래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할 때 감안해야 하는 중요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되고 서로에게 감사

변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정신건강이

하고 건설적인 행동하기 등의 행동은 상호모델

나 사회적 지위, 이해도, 양육에 대한 태도, 아

링과 대상이 되어 줌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동관 등은 무엇보다 유아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위의 연구에서 보여준 인지적인 약점을 가진 유

유아를 위한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아들이 의사소통이라는 상호작용적 기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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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을 증진한다는 보고는 행복감 증진을 위

가활동은 유아의 행복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한 또래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긍정적 효과를

을 나타내었다(Choi, Jung, & Kim, 2012). 행복감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가능성을 보여준다.

의 하위영역 중 몰입, 건강, 영성, 또래관계, 교
사관계와 정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4) 교육 변인

이러한 결과는 요가 활동은 마음에 행복을 주

행복관련 프로그램은 그림책 및 미술표현, 뇌

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심리적 불안을

기반 연구 및 동양의학 기반, 강점교육과 자연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친화적 숲 체험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 움

먼저 유아들이 그림책 읽기, 이야기 나누기

직임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긴장되어 있던 근

활동, 협력적 미술활동, 그림책 연계활동을 통해

육들이 이완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몸과 마음이 편안함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만을

되어 정서적 안정감, 즉 행복감을 줄 수 있다.

행복으로 생각하는데서 나아가 개인적 성장과

유아 행복에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 Ahn

삶의 목적추구의 세부 항목인 몰입 경험, 자아

(2013)은 인간의 뇌는 행복과 관련된 감정을 느

실현(과정), 타인의 행복산출까지도 행복의 개념

끼고 지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

으로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다(Kim & Kang,

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

2008; Moon, 2013).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유아

달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행복은 뇌에서 일

행복의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즐거

어나는 일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움, 기쁨, 감사하기, 목표세우기, 음미하기, 몰입

(Kim, 2012), 도파민, 세로토닌 신경망의 활성화

하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나누고 베풀기, 용

로 행복감을 느끼고 유아의 행복은 뇌의 발달

서하기 등을 통해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행

이러한 경험은 유아 그림책에 나타난 행복요

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

소와 행복을 평가하는 척도 연구(Lee & Ahn,

는 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사는

2005; Kwon, 2009; Compton, 2007; Park, 2013)와

방법과 우울증이나 불행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유사한 흐름으로 밝혀졌다. 유아들이 그림책을

돕는 방법은 모두 뇌의 기능 및 구조의 발달과

읽었을 때,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행복의 주된 결정요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이 가지는 요소(자아수용,

은 뇌가 과학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결정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적 숙달, 자율성, 삶의 목

적 시기(critical period)인 유아기 교육에 달려 있

적추구, 개인적 성장)가 포함되어 있어서 유아들

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행복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강점교육 변인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장점을

있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Lee와 Ahn(2005)

찾아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능력을 개발하

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는 활동으로 매우 중요하고 적합한 교육요소로

감각적 즐거움을 비롯하여 정신적 차원의 즐거

강점교육을 강조하였다(Lee, 2009). 아이들이 정

움까지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맥락에 비추어 유

신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일상적인 스트레

아들은 그림책의 내용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반

스를 받기 때문이다. 즉,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복적으로 떠올리며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

방법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

하게 된다고 하였다(Kim & Kang, 2008). 또한 요

러줌으로써 몰입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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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달과업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교육적 차원의 행복감

있다. 긍정심리학에 기초한 연구들에서 행복한

관련 요인들은 긍정심리학적 기반의 행복증진

사람들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매체나 치료기법, 프로그

가지며(Haggard, 2005), 긍정적 정서가 많아 행복

램의 구체적 활동을 위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한 유아는 더 잘 배울 수 있고, 보다 도덕적이

사료된다. 특히 긍정적 정서 경험이나 숲 체험

며, 더 배려하는 삶을 산다(Noddings, 2003). 뿐

이나 자연친화적 활동은 생활 속의 행복실천이

만 아니라,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느끼며, 훨

나 신체이완과도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

씬 친화적이며,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

들이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의 행복감

위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미래에 대해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치료의 전략과 구체적 활

더욱 긍정적이다(Hoggard, 2008). 나아가 적극적

동 및 개입 기법 등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자

으로 호기심을 표현하고 몰입하며, 잘 배우고

원을 탐색할 수 있었다. 특히, 유아의 행복감 증

(Csikszentmihalyi, 1990; 1997; Linley, et. al., 2007),

진을 위한 매체로 동화책읽기는 시중에 나와 있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함을 밝

는 긍정심리학 기반의 동화책을 활용할 수 있다

혔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친구들과 긍정적

는 점을 확인하였고 요가와 같은 긍정정서와 이

인 관계를 맺으며(Diener & Seligman, 2002;

완활동을 위한 신체활동은 유아의 행복감 증진

Fredrickson, 2001),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Diener,

구성활동으로 매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

1984; Danner, et. al., 2001)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숲 체험 및 자연친화적 활동도

Ⅳ. 논의 및 결론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분
석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

본 연구는 유아 행복감 연구에 대한 동향과

의 정서적 안정감이 증진되어 정서적으로 몰입

유아의 행복관련 변인의 구성, 그리고 행복관련

하게 됨으로써 유아들의 행복감을 전반적으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면밀히 고찰하는 과정에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 Kim, 2011;

서 향후 유아 긍정심리 상담 및 치료의 방향성

Choi, et. al., 2012; Choi, et. al., 2013). 유아들이

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Lee와 Lee(2011)는 제

숲 체험이나 채소 가꾸기 등의 자연친화적 활동

시한 하위범주를 분석 틀로 하여 행복감에 영향

에 몰입하게 되면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긍정

을 주는 다양한 변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적인 생각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정리하고 논의하면

(Choi, et. al., 2012). 또한 유아들에게 요가활동은

다음과 같다.

친밀감을 높이는 활동으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첫째, 유아 행복관련 연구는 1990년대를 지나

통하여 서로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유아의 행복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

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고 201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다. 다시 말해 자연과 친해지며 정서적인 몰입

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접근법인 병리적인

을 통해 갖게 되는 역동적인 느낌은 이완작용으

유아들의 문제와 결핍을 처방하고 치유하는 방

로 정신적 만족감을 줌으로써 유아가 행복감을

법보다 행복한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잠재적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 치유의 길로 안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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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

관련 변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수행되었음

여준다고 하겠다.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 유아가 아닌 특수

연구방법 면에서 국내연구는 주로 면접과 관

유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또래관계내의 의사

찰을 통한 질적 연구와 종속변인을 비교 분석하

소통이라는 특정 변인이 초점화되었다는 점이

는 차이검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대상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련 변인

자기평정이 불가능한 유아라는 특성 때문에 교

은 다양한 신체, 자연, 매체 프로그램을 시도하

사나 부모가 주로 평정하였다. 이는 연구대상과

였다는 점이 두드러진 점이고 뇌와 호르몬을 관

측정대상간의 불일치로 인한 관찰자의 편견과

련 변수로 다루었다는 점도 신경생리학적인 영

주관적 지각과 같은 측정오류가 분석자료에 포

역으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는 면을 확

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

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반대로 유아

화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

의 행복감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나 행복감 형성

정 표현에 있어 성인보다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

있어 부모나 교사를 통한 제 3자를 통한 측정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할

셋째, 유아의 행복관련 변인 연구들을 종합

수 있으나, 개인 내적인 정신적 능력은 측정하

정리한 결과 긍정심리학적 치료에 많은 함의점

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긍정심리학적 치료를 위

다.

한 유아의 행복관련 기존 연구들을 종합 정리하

둘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행복 관

면 유아의 행복감은 유아의 생물학적 특성뿐만

련 변인은 유아, 부모, 또래, 교육의 네 가지 범

아니라 개인심리학적 요소에 의해 많이 좌우되

주로 나뉘어졌다. 유아의 성별과 생물학적 변인

고, 부모의 정신건강과 양육환경과도 관련이 높

과 심리내적인 변인, 그리고 유아를 둘러싼 환

았다. 이는 긍정심리 치료적 접근을 위하여 성

경 변인들의 맥락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연구

별과 같은 유아의 배경변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

들은 추상적인 행복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변

과 유아의 심리내적 변인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인들과 관계를 지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유아의 심리학적 변인에서 사회적 영역과 문제

있다. 특히 사회적 영역과 문제해결력과 같은

해결 능력은 긍정적 측면을, 문제행동, 공격성,

긍정적인 부분은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고 공격

충동조절은 부정적 측면을 관련변인으로 다룬

성이나 충동성과 같은 외적 에너지의 문제를 용

연구들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 인

기와 같은 긍정적 자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도

지, 사회, 정서, 신체와 관련된 발달의 다양한

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열악한

측면을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 삼고 이루

상황이나 부정적 정서 경험 상황에서도 개인의

어지길 촉구한다. 또한 유아의 긍정적 특질을

성장 동기와, 강점,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긍정

야말로 긍정심리학이 지향하는 바이므로, 이 과

적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강점을 찾

정에서 그 개인의 용기와 격려를 잘 활용할 수

는 작업이 필요하다.

있도록 치료적인 접근을 마련하는 전문적 지식

부모의 정신건강과 양육변인과 같이 부모관

과 기술의 발달이 필요하다.

련변인은 다양하게 다루어진 반면 유아의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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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는데, 특히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부

심리학을 가르치는 체험 방법을 제시한 것과 통

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다. Lee와 Ahn(2005)은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가져오기 위해서 긍정심리학적 개입은 단순히

다. 부모자녀관계로부터 이러한 긍정적인 강점

긍정적인 느낌 수준을 넘어선 긍정적 체험을 집

과 자원의 발견은 유아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단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행복은 결국 긍정심리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상담의 목표인 행복한 삶과 상통하므로 행복한

다.

유아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긍정심리학적 틀을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또래관계로부터의 경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험이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유아

리학의 요소인 양보나 타협, 감사와 같은 행복

행복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발표현황과

구성요소는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실천될 수 있

연구방법, 분석기준, 변인의 구성내용 및 연구결

다. 특히 함께 하는 삶으로서의 긍정적 관계는

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위논문 중에서 학술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행복관에 속한다. 유아의

지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의 다양성을 보다 면

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국내 유아행복 연구를 모

밀히 밝힌다면 긍정심리 치료적 접근을 위한 구

두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성요소와 개입내용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행

이다. 나아가 유아가 적극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복관련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전반적인

통찰력과 통제력을 지닐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

경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심리학적

께 활동하는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

치료와의 관련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과를 통해 후행연구에서는 긍정심리를 기반으

마지막으로 유아의 행복증진과 관련된 교육

로 하는 유아의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변인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범주에 비해 상대적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자를 위한 제언은 다

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경생물학적 영역

음과 같다.

으로의 연구의 확대,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의 개

지금까지 유아 행복관련 연구들은 대다수 연

발, 요가나 숲 체험과 같은 신체활동, 그림책의

구자마다 성인의 행복 개념과 비슷한 맥락으로

활용등은 긍정심리치료에서 중심이 되는 즐거운

맞추어져 있고, 학자들마다 서로 상이한 주장을

삶이라는 행복관과 매우 연관이 높다. 이러한

하고 있는 것으로 행복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활동은 낙관이나 감사, 용서와 같은 긍정적 심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의 특

리 상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효과를 발

성에 맞춘 행복감으로써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들은 유아에게

것은 발달학적으로 유아기에 해당하는 행복감에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만족감과 자신의

사실적인 면을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

다. 둘째, 유아의 행복감을 단순히 수준의 높고

극적인 자세를 키워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낮음의 정도나 수준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

바가 크다.

라, 질적, 양적 개념의 의미로도 해석하기 위한

이는 최근 Biswas와 Patterson(2011)은 긍정적인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

- 150 -

이주희․정진숙 / 유아의 행복연구 분석을 통한 긍정심리치료 방향 탐색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 행복의 구성요소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에게 있어 행복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

Childhood Education, 18(2), 181-198.
Chung, Duk-hee (2011). Daily stress, theory of mind

볼 수 있는 기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of 4 or 5 year-old

넷째, 긍정심리와 관련한 연구들은 아동기 이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2),

후부터 다뤄진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

207-220.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국내 연구들과 외국 연구

Chung, Kai-sook, Yoo, Mee-sook, & Cha, Jee-ryang

들의 경향성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2012). How mothers' orientation towards

이다.

happiness influences their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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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행복연구 분석을 통한 긍정심리치료 방향 탐색: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 주 희3)
정 진 숙4)

본 연구는 유아의 행복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유아에게 행복감을 증진시켜 나가는 긍
정심리 치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따라
2013년 11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2편을 대상으로 관련 변인의 구성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크게 심리적인 유아 개인 내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외적인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유아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
또래,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대부분 연구들은 개인 내적인 강점과 부모나 또래 그리고 교육 프로
그램이 유아의 행복여부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 상담 및 치
료가 긍정적인 정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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