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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라남도 K광역시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는 행복을 긍정적 마인드, 사랑, 웃음과 같은 정서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일에 대한 몰입, 꿈과 목표, 노력과 같은 인지 영역을 중요시
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며 윤택한 삶과 건강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유아교사
를 위한 행복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부모 참여 행복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또한 유아교사는 행복한 교사를 사랑, 행복, 긍정적 마인드와 같은 정서 영
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일몰입, 꿈과 목표 성취, 자기 개발과 같은 인지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유아교사는 행복한 교사로 가장 중요한 행복 요인을 사랑
으로 인식하였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여 개인적 행복보다는 교사로
서의 행복을 더욱 중요시 하였다. 이는 유아교사의 인성적 자질로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고, 교사로서의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전문적 교사로
서의 자질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 함양
을 위한 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며, 목표와 자기 개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
사들의 전문적 자질을 심화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유아교사의 행복 증진을 위해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의 개선도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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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공통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 최근 들어 행복에 대한 사
람들의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만을 강조했던 과거의 결과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에 대해 되돌아 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
회적 흐름은 행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황해익, 2013).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소득 수준만이 아니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
타나면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GDP
가 국가 경쟁력을 표현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승희, 2012).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물질
적 행복에서 벗어나 가족과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자아실현 혹은 여가와
문화의 향유와 같은 행복에 있어서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고승희, 2014).
우리 나라의 행복수준에 대한 결과는 희망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의식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조사 결과는 경제적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승희, 2012).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23에 머물며 있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매일경제, 2014).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자살, 학교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국내 청소
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혜진,2014). 이는 우리 사회과 교육이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행복 인식에 대한 사회 전반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도 안타까운 현실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더 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아동의 행복감 국제 비교연구 결과 한국 아
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조사 대상인 12개국 아동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을 포함
한 12개국 아동 4만 2567명의 주관적 행복감 조사결과 한국 아동 연령별 평균은 10점 만점
에 평균 8점 이내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매일 경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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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정의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표체계 또한 보편적
이지 않고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믓한 상태, 또는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로 정의
된다(국립국어연구원,1999). 행복은 뚜렷한 정의로 표현되기 보다는 개인의 가치관, 인생관,
개인의 기대 수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Diener(2000)은 행복을 자신이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애 해당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 또는 삶의 질과 흡사한 의미로 정의된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철학적인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의 경험적인
측면으로 접근되고 있다(고승희, 2014).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실
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인 Eduaimonia(유대모니아) 라고 표현했는 데, 이는 인간이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을 의미하고(류지한, 2007), 사회적 존재로 인간이 행위를 통해 도달
할 수 있는 목적들 중 최고의 선이라고 했다(김양현, 1999). 또한 이경민(2009)는 행복을 쾌
락주의와 행복주의로 설명하고 있는 데, 쾌락주의는 고통을 피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적극
적으로 추구하며 개인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행복주의는
모든 인류의 공통 가치인 덕의 실현과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독특함을 깨닫고 자아실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Diener(1984)는 행복을 외적 가치 관점, 인지적 관점, 그리고 정서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적 가치 관점은 행복은 내적인 추구보다는 개인이 속한 사회에
서 바라는 바람직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대나 문화에 따라 행복의 개념이 달라진다
고 본다(Coan, 1977). 인지적 관점은 행복을 자신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경험하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주관적인 가체체계를 중시한다(구재선, 2005). 정서적 관점은 행복
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표출되는 상황적 반응으로 본다(이은주, 2010).
또한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객관적
측면은 삶의 물리적 구성요소로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그리고 여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로 보고, 주관적 측면은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
적 풍요, 안정, 스트레스의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 상태로 본다(이은주, 2010).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행복은 교육 현장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고, 행복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행복 프로그램 연구들을 시도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특성
(최인수, 2009), 행복에 대한 이론 탐색(강영하, 2008, 이경민, 2009), 행복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강영욱, 2009), 행복 프로그램 개발 연구(최민수, 2012)와 행복 척도 개발연구(이은주,
2010)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행복에 대한 인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행복교육 프로그
램 개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407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특히, 유아기는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며 행복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적 변인은 교사이다. 한
혜진(2014)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두고 행복감을 느낄 때 유아
도 행복해지고, 유아교사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부모,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근간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에게 가해진 폭행 현상은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교과부(2013)는
유아교육양성 기관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이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여성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 검증을
위한 국가 자격증 시험제도와 과도한 업무를 감소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
고 있다. 유아교사의 기본적 가질 강화 방안과 처우 개선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를 감하여
줌으로써 유아에게 진정한 행복한 유아교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아교육현장을 만들어 가
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복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
우 바람직한 일이다. 유아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유아교사의 행복과 교사 효능감, 직무만족
도, 자아 정체감,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직무관련 변인들의 관계 연구들로(박병기, 김미애,
이제현, 권태군, 김지영 이시은, 2014 재인용) 주로 양적연구들로 이루어졌다. 질적인 연구
들은 유아교사의 행복 교육 개념도 연구 (황해익, 김미진, 김병만, 2014)와 유아교사의 행복
경험(박병기 외 2014)이 있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아행복에 대한 인식(이은주, 2010)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의 행복에 대한 관점은 철학적 측면에서 정의적이고 심리
적인 주관적 경험에 의한 행복에 대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이 인간의 전
반적인 삶에 대한 개인적이고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추세이므로
행복에 대한 연구도 객관적인 양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의 실존적 경험을 통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가 경험한 행복에 대한 주관
적이고 개인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행복과 행복한 교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의 행복한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는 행복 요인을 분석하
고, 행복한 교사가 만드는 행복한 유아들이 존재하는 유아교육현장의 행복 교육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 가?
둘째, 행복한 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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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 교사는 전남 지역 K 광역시 어린이집 교사 120명과 유치원 교사 80명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설문지는 170부였고, 이들 중 부실한 설문지 33부를 제외
하여 137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교사들이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유아교
육가 1인, 유아교사 1인의 자문을 거쳐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유 기
술형 개방
<표 1> 연구 대상 교사의 일반적 사항
구 분
전 공

연 령

f(%)

유아교육

93(76.95)

보육

43(31.4)

복지

1(0.7)

기 관
유 형

구 분

f(%)

유치원

55(40.2)

어린이집

82(59.9)

20 ~ 25

29(21.2)

1년 이하

29(21.2)

25 ~ 30

43(31.4)

1년 ~ 3년

43(31.4)

30 ~ 35

27(19.7)

3년 ~ 5년

27(19.7)

35 ~ 40

10(7.3)

5년 ~ 7년

10(7.3)

40 ~ 45

27(19.7)

7년 ~ 10년

27(19.7)

기 타

1(0.7)

기 타

1(0.7)

137(100)

전 체

137(100)

전 체

경 력

형 질문지로 일반적 행복에 대한 질문과 행복한 교사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각
질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유아교사의 행복에 대한 인
식 설문지 내용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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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아교사의 행복에 대한 설문지 내용 구성
일반적 행복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교사

행복한 교사는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설문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0부를 배포하였고, 이들 중 수거된 설문지
는 170부 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하고 137부를 자료 처리하였다.
2) 자료 분석
유아교사 행복 설문지 분석은 첫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전부 기록하여 빈도를 산출하였
다. 둘째, 기록된 응답을 유목화 하였다. 셋째, 유목화한 응답을 선행연구를 참고로 범주화
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본 설문지 분석을 위해 이경민(2009)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기본으로 최윤정(2009)의 유아교사 행복 요인을 참고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의 항목에
따라 범주화하고, 세분화하여 항목을 첨가하였다. 다섯째, 본 설문응답을 최종 범주화된 항
목에 근거하여 다시 빈도와 백분위를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설문 분석을 위해 설정
한 범주는 인구 통계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사회 도덕 영역, 대인관계 영역, 기타 영
역으로 총 6영역 내용으로 구분하였는 데, 이는 이경민(2009)의 5가지 행복 요인과 최윤정
(2009)의 대인관계 영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유아교사의 행복에 대한 인식 빈도 729과
행복한 교사에 대한 인식 빈도 504로 총 1233이었다. 범주화된 항목은 연구자, 유아교육자
1인, 유아교사 1인의 협의를 거쳐 내적 적절성을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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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범 주

범 주

범 주

구성 요인

개인특성- 성, 연령, 성격,
사회문화적 특성- 국가, 여가
생활,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부모, 교사, 수입 등

인구통계학
영역

건강

인구통계학
영역
139

자기 효능감, 문제 해결 능력,
귀인, 통제,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몰입 등

인지 영역

경제

인지영역
325

일몰입, 꿈, 자기개발,
인정, 능력, 자부심, 일
계획, 노력

윤택한 삶, 여가,
명예, 미래

긍정적 정서,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 만족감, 우울성, 스트
레스, 유머와 웃음,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사랑, 정서지능,
애착 등

정서 영역

대인
관계

정서영역
502

사랑, 존중, 웃음, 안정,
자신감, 만족감, 따뜻함,
긍정, 즐거움, 행복, 보람,
설렘, 기쁨, 믿음, 소망,
애착. 교감

감사, 용서, 배려, 용기, 성실,
끈기, 열정, 용맹, 친절, 사회
적 지능, 정의, 도덕성, 공정
성, 리더쉽 등

사회도덕
영역

가족
관계

사회도덕
영역
104

감사,
이해,
양보,
성실,

종교- 영성, 신체적 건강, 외
모, 매력, 가정환경, - 부모행
복감, 부모의 가족지지, 정서
적 지원, 대인관계 등

기타

직업
만족

대인관계
영역
83

타인, 가족

이경민(2009). 유아행복가능성 탐색 연구

최윤정
(2009)

겸손, 수용,
용서, 나눔,
언행일치,
근면, 인성,

소통,
희생,
정직,
인내

기 타
77

건강, 환경, 일상, 영성,
기타

전체

1233
이효숙(2015)

[그림 1] 유아교사 행복 설문지 자료 분석 개발 절차

Ⅲ. 결과 및 해석
1. 행복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행복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행복 요인 영역별로 알아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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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행복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행복 요인 영역

f(%)

1. 인구통계 영역

윤택한 삶

잘 먹고 잘사는 것(1) 잘 먹고 잘 자기( 1) 윤택한 삶 (1) 여
유 (13), 돈(29)

45(39.4)

여가

맛있는 것 먹을 때 (13) ,여행 (17) 여가(15), 쇼핑( 1) 휴식
(16)

62(54.3)

명예

명예(3)

3(2.6)

미래

미래 보장(2), 좋은 직장(2)

4(3.5)

전체

114(15.6)

114(100)

2 인지 영역

일몰입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24) 하고 싶은 일(30),
재미있게 일할 때(10), 할 일이 있다는 것(1),
하는 일이 잘 되는 것(1)

57(33.3)

꿈

꿈을 이루는 것(4), 목표 추구(1), 삶의 목표(1),
목표 성취(28), 도전(3)

37(21.6)

개발

내가 만들어 가는 것(2), 발전(3)

인정

인정받는 것(14), 칭찬(1)

능력

능력(8)

8(4.6)

자부심

내일에 자신(4)

4(2.3)

일계획

계획적 일상(3)

노력

노력(25), 최선(7)

5(2.9)
15(8.7)

171(23.4)

3(1.7)
32(18.7)

전체

171(100)

3 정서 영역

사랑

사랑(34), 사랑받는 것(4)

38(15.5)

웃음

웃음(26)

26(10.6)

안정

안정(17)

17(6.9)

자신감

자신감(3)

3(1.2)

만족감

만족감(41)

따뜻함

포옹(1)

긍정

긍정적 마인드(41)

즐거움

즐거운 마음(23)

행복

개인(10)

행복(5), 내마음 행복(2), 스스로 행복(3)

교사(8)

아이들과 행복(8)

41(16.8)
1(0.4)
41(16.8)
23(9.4)
244(33.4)
18(7.3)

보람

보람(4)

4(1.6)

설렘

설레는 일(6)

6(2.4)

기쁨

기쁨(8)

8(3.2)

믿음

믿음(8)

8(3.2)

소망

소망(5)

5(2.0)

애착

애착(5)

5(2.0)

전체

2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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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요인 영역

f(%)

4 사회 도덕 영역

감사

감사(11)

겸손

겸손(1)

1(1.7)

수용

수용 받아들이는 것(1)

1(1.7)

소통

소통(8), 대화(1)

이해

이해(5)

5(8.9)

용서

용서(1)

1(1.7)

나눔

나눔(5)

5(8.9)

희생

희생(7)

7(12.5)

양보

양보(4)

4(7.1)

성실

성실(5)

5(8.9)

정직

정직(1), 진실(4)

5(8.9)

근면

근면(1)

1(1.7)

인내

인내(1)

1(1.7)

11(19.6)

9(16.0)

56(7.6)

전체
5 대인관계

타인
25
(35.2)

가족
46
(64.7)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6)

6(8.4)

좋아하는 사람 함께(14)

14(19.7)

친구 만날 때(5)

5(7.0)

가족, 화목(24)

24(33.8)

부모와 함께(2)

2(2.8)

첫아이 탄생(1)

1(1.4)

아이들과 함께(15)

71(9.7)

15(21.1)

자녀 성장(2)

2(2.8)

가족이 잘 될 때(2)

2(2.8)

전체
6 기 타

건강

건강(39) 운동(4)

41(56.1)

환경

안 전(4) 환경(1)

5(6.8)

일상

매일 느끼지만 부족한 것(1), 살아가는 힘(2), 하루를 마감하고 피
곤하지 않는 것(1), 내일이 기다려질 때(1), 하루를 마감할 때(3),
매일의 소소한 일(1), 지금이 순간(1)

11(15.0)

영성

기도(1) 마음의 정화(5), 욕심버리기(4)

10(13.6)

기타

73(10.0)

좋은 것(3)

3(4.1)

자유(2)

2(2.7)

전체
전체

7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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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이, 유아교사의 일반적 행복에 대한 인식은 정서 영역이 가장 많이 나왔고
(33.4%), 다음으로 인지 영역(23.4%)이었고, 인구 통계 영역(15.6%), 기타(10.0%), 대인관계
(9.7%), 사회 도덕영역(7.6%)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정서 영역을 살펴보
면, 만족감과 긍정적 마인드(16.8%)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사랑(15.5%), 웃음
(10.6%), 즐거움(9.4%)순으로 나타났다. 인지영역은 일에 대한 몰입(33.3%)이 가장 많이 나
왔고, 꿈과 목표(21.6)%), 노력(18.7%)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 영역은 여가(54.3%)가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행, 여가, 맛있는 것 먹을 때 순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윤택한 삶
(39.4%)로 나타났으며 돈이 가장 많은 응답하였다. 기타 영역은 건강(5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영성(16.4%)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가족(64.7%)과의 관계로
가족과 화목(33.8%)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타인과의 관계(35.2%)는 좋아하
는 사람(19.7%)로 나타났다. 사회 도덕영역은 감사(19.6%), 소통(16.6%), 희생(12.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행복은 긍정적 마인드, 사랑, 웃음, 즐거움 등과 같은 정서 영
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일에 대한 몰입, 꿈과 목표, 노력과 같은 인지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여행과 휴식을 포함한 여가, 돈과
여유를 포함한 윤택한 삶에 건강과 같은 인구 통계 영역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대인
관계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행복한 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행복한 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알아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유아교사는 행복한 교사를 정서 영역(51.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
였고, 인지 영역(30.5%)로 많았다. 반면, 사회 도덕 영역(9.5%), 인구 통계 영역(4.9%), 기타
영역(2.9%), 대인관계(2.3%)은 낮게 나타났다. 정서 영역은 사랑(27.5%)이 가장 많았고, 행복
(22. 8%), 긍정적 마인드(13.9%), 만족감(7.7%)순으로 나타났다. 사랑은 사랑할 줄 아는 교
사,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로 나타났다. 행복(22.8%)은 개인적 행복보다(1.9%)보다 교사로서
의 행복(20.9%)으로 인식하였는 데, 아이들과 함께 행복,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지 영역은 일에 대한 몰입(22.0), 꿈과 목표(21.4%), 자기 개발(20.7%), 노력
(18.1%), 인정(14.9%)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도덕 영역은 인성(1.6%)로 원만한 인격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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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였고, 언행일치(1.4%)와 소통(1.4%)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
해서 적은 빈도이지만 처우개선(8.1%), 적은 업무, 직업 환경 개선, 퇴근 시간, 행사 줄이기,
주말 근무 안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유아교사는 행복한 교사를 사랑, 행복, 긍정적 마인드, 만족감과 같은 정서 영역
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일에 대한 몰입, 꿈과 목표, 자기개발, 노력 등과 같은 인지 영역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랑과 행복을 중요시하였는 데, 아이들과 함께 있고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를 가장 행복하다고 인식함으로써 교사로서의 행복을 중요하게 인식
하였다.
<표 4> 행복한 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행복 요인 영역
1 인구 통계 영역

윤택한 삶
여 가
명 예
미 래
전 체

f(%)

윤택한 삶(4), 돈(9), 마음 여유(7)
취미(1)

20(80.0)
1(4.0)
4(16.0)

25(4.9)

25(100)

2 인지 영역

일몰입
꿈
자기개발
인 정
능 력
자부심
일계획
노 력
전 체

하고 싶은 일(2),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10), 즐기며
일하기(12), 일을 사랑(2), 열정(7), 적극성(1)
꿈(2), 목표 추구(1), 삶의 목표(1),
목표 성취(26), 성취(2), 도전(1)
자기 개발(4), 자기계발(27), 연구(1)
인정받는 것(23)
직업 자부심(14)
시간 잘 사용(1), 일 계획(3)
노력(20), 최선(8)

34(22.0)
33(21.4)
32(20.7)
23(14.9)
5(3.2)
14(9.0)
4(2.5)
28(18.1)
154(100)

154(30.5)

3 정서 영역

사 랑
존 중
웃 음
안 정
자신감
만족감
따뜻함
긍 정
즐거움

자신 사랑(10), 사랑할 줄 아는 교사(24), 사랑받는교사
(16), 유아를 사랑(21)
존중 받는 교사(6), 존경(2)
타인에게 웃음(6), 웃는 얼굴(10)

71(27.5)
8(3.1)
16(6.2)
258(51.1)

만족감(20)
따뜻한 마음(2)
긍정적 마인드(36)
즐거움(10), 스트레스 없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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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요인 영역

개인
5(1.9)
교사
54(20.9)

행
복
보
설
기
믿
소
애
교
전

람
렘
쁨
음
망
착
감
체

f(%)

행복(5)
아이들과 행복(8), 행복한 교사(2),
아이들과 함께(28), 아이먼저 생각(16)
보람(1)

믿음(1)

59(22.8)
1(0.3)

1(0.3)

애착 잘 해주는 교사(8), 엄마같은 교사(2)
아이와 교감(14), 학부모와 교감(5)

10(3.8)
19(7.3)
258(100)

4 사회 도덕 영역

감 사
겸 손
수 용
소 통
이 해
용 서
나 눔
희 생
양 보
언행일치
정 직
성 실
근 면
인성
인 내
전 체

5(10.4)

7(14.5)
1(2.0)
48(9.5)
실천(4), 반성(1), 언행일치(2)
진실(4)

7(14.5)
4(8.3)
4(8.3)

원만한 인격(6), 인성(2)

8(16.6)
48(100)

5. 대인관계

타 인
가 족
전 체

대인관계(7), 동료관계(5)

12(100)
12(2.3)
12(100)

6 기 타

건 강
환 경
일
영
기
전

3(20.0)
환경(1), 처우개선(5), 적은업무 (1), 직업환경 개선(2),
퇴근 시간(1), 행사 줄이기(1), 주말 근무 안하기(1)

상
성
타
체

12(80.0)
15(2.9)

15(100)

전 체

5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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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것으로 연구문제별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마인드, 사랑, 웃음, 즐거움 등과 같은 정서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일에 대한 몰입, 꿈과 목표, 노력과 같은 인지
영역을, 여행과 휴식을 포함한 여가, 돈과 여유를 포함한 윤택한 삶을, 건강과 같은 인구 통
계 영역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대인관계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들 중 정서
영역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인지 영역은 일에 대한 몰입을,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를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중요시 하였다.
행복 요인은 긍정적인 마인드인 정서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
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황해익 등은(2014) 유아교사의 행복 개념도를 분석한 결과, 유아
교사들은 긍정적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 긍정적 정서는 행복한 삶
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행복 이론을 뒷받침해준다(Ben-Shahar, 2007; Seligman, 2006). 또
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 정서 경험이며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즐거움과
유쾌함 등은 주관적 행복 요인이라는 점에서 인간 삶의 행복감을 증진해준다는 권선만
(201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특히,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는
긍정적 특성인 성격강점을 행복 요인으로 강조하는 데(park, Perterson & Seligmn, 2004,
2006),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최적이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 감으로써 행
복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성격적 특징이며(Perterson & Seligman, 2004; Seligman &
Csikszentmahalyi, 2000), 생활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면 더욱 행복하고 충실함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김미진, 김병만, 황해익, 2014).
또한 유아교사는 행복을 사랑, 만족감, 웃음과 즐거움과 같은 정서영역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일에 대한 몰입과 여유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중요시하였다. 긍정 심리학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 정서를 지닌 인성 특성을 지니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발적이며 호기심을 표현하고, 잘 몰입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최인수,
2009). 본 연구 결과, 유아교사들은 긍정적 정서 영역과 함께 일에 대한 몰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긍정 심리학의 행복한 사람들이 지니는 긍정적 인성 성향과 일에 대
한 몰입도가 높다는 이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행복 요인에 있어서 몰입감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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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행복감이 높다는 점과 일치한다. 일에 대한 몰입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 자신에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면 행복감도 좋아질 수
있다. 근간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직업에서의 성취와 만족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최윤정, 2009), Veenhoven(1991)은 행복의 주요요인으로 직무 만족이 높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정도와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교사가 행복감이 높은 교사라고 볼 때, 유아교사의 직무 여건을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사는 인구 통계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으로 여가를 즐길 때와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유로운 삶과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행복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인구 통계 영역의 경제적 풍요로
움과 소득 수준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한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4). 실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생활을 영위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자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최
윤정, 2009). 이를 토대로 유아교사의 임금 수준이 지금보다는 개선되어야 하며 방학 중 여
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근무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 측면인 가족과
의 중요성은 가족의 존재, 가족과 화목한 관계, 원만한 가족관계, 가족에 대한 신뢰, 가족의
상호 협력과 지원,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는 행복 요인으로 항상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현경자 2004). 가족과의 행복 요인은 서구 사회보다는 우리 나라 같은 가족 중심 문화권에
서 보다 중시되어 왔다(김명소 외, 2004). 부모가 행복하면 유아도 행복하며, 교사가 행복하
면 유아도 행복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가 적극 참여 할 수 있
는 건강한 가족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또한 최근 사
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변화되면서 가족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지원
과 역할의 기능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는 양육자이며
교육자의 역할과 지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행
복은 유아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유아교사를 위한 행복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행복한 교사에 대한 인식은 사랑, 행복, 긍정적 마인드, 만족감과 같은 정서 영역
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일에 대한 몰입, 꿈과 목표, 자기 개발, 노력 등과 같은 인지 영역
을 중요시하였다. 반면, 인구 통계 영역, 대인관계, 기타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특히, 정서 영역 중에서 사랑과 행복을 중요시하였는 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를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다. 교사로서의 행복을 개인적 행복보다 더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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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사랑을 행복 증진 프로그램의
중요 내용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김미진 외 2014), 오래전부터 모든 유아교
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유아교사의 자질로 사랑이라는 개인적 인성 측면을 우선시한다는
점과 일치한다(심성경, 조순옥, 이정숙, 이춘자, 이선경, 이효숙, 2014; 이은화, 1985;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9; 이정환. 1993). 유아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복이 가장 크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느끼고, 배우고, 사랑하고, 깨달아 가는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
였다. 이러한 점은 유아교육이 지니고 있는 유아교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특수한 자질
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유아기는 생의 모든 기초 교육이 이루
어지는 시기이고, 주변의 인적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기이다. 행복한 교사의
인식으로 유아교사는 대인관계를 다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유아교사는
일반적 인식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유아들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있다(이효숙, 김미선, 조준수, 2013). 현재 대부분의 유
아들은 온 종일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아들은 가족과 함께 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과 동시에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
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대 유아교육의 단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 유아교사 양성 기관에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두 번의 인성 적성 검사
를 실시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현직교사들에게도 재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행복한 유아교사가 행복한 유아를 자라나게 한다는 점을 상기
해 볼 때, 예비 유아교사와 유아교사를 위해 유아교사의 바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행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되어야 것이다. 이로써 사랑과 행복을 지닌 긍정적인 행복한 인성을
지닌 유아교사들이 행복한 유아를 위한 교육에 힘쓰는 유아교육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사들이 행복 요인에 있어서는 개인적 행복보다는 교사로서의 행복을 더욱 중요하
게 인식하였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행복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매우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유아교사의 행복
과 직무 만족은 유아교육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측면을 지닌다. 유아교육은
이론을 기초로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와 유아 간 상호적인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이다. 이때 유아교사는 유아들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 변인이며,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매
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환경이다. 발도로프 교육의 창시자인 스타이너는 유
아는 주변 인물과 환경에 대해 모방과 본보기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적 지식
습득보다도 자신의 삶과 교직에 보다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 419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있는 교사를 훌륭한 교사로 인식하고 있다(이기숙, 김정원, 이형숙, 전선옥, 2008). 따라서
유아교사는 유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한 정서를 느끼며 직무에 사명감이 있을 때,
행복한 교사로서 유아에게 행복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환경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유아교사들은 일반적 행복 인식과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몰입, 목표 의식
과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업에 대한 만족은 자신의 직업적 활동이 얼마나 생
산적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는 가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다(Lock,
1976). Myers(1992)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에 대한 성취 동기와
만족이 높다고 하며(최윤정, 2009, 재인용) 행복한 교사일수록 학구렬이 높다는 최윤정
(200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유아교육현장의 실천적 지식은 경험적이고 실제
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해 행하여지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아교육의 특성임과 동시에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
가 될 수 있다. 근간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을 3회 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평가 항목 중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
기관에 보내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엄마와 같은 교사를 원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없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전문적 교사를 원하기도 한다. 현대
유아교사는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educare의 전문적인 자질을 필요
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유아교사들이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목표의식과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질 좋은 교사가 질 좋은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적
자질만을 중요시 하게 되면 교사는 전문성을 기른다는 명목 하에 자기 개발이 아닌 교사
의 업무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하게 될 우려도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준다는 것
이 평가 항목에 맞추기 위한 획일화된 교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이 지니
고 있는 전문적 자질과 성향을 길러줄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직 유아교사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길러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
하기 보다는 주관적 지표로 평가되어 지는 추세라고 보면, 유아교사의 목표 설정과 자기
개발도 행복한 유아,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한 목표 설정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행복
을 위한 유아교육 현장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유아교사로서의 인정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유아
와 학부모와의 교감도 중요하다고 하였고,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행복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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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박병기 외(2014)는 유아교사의 행복은 성취와 만족을 통한
직업적 성취에 대한 인식에서 온다고 한다. 최윤정(2009)은 원장과의 관계, 근무환경, 보수
및 증진 치계와 같은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행복요인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유아교사의 직업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유아교육
은 대상인 어린 유아이기 때문에 타 기관보다도 유아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교육기관
이다. 유아교사들은 유아들과 함께 있기에 행복하고, 유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뿌듯하고,
학부모와 인정과 신뢰에 보람을 느끼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다고 한다
(박병기외, 2014). 또한 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유아
교사들의 보수이외에도 근무 시간, 교사 대 아동의 비율, 특수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과
다한 교재 준비, 퇴근 시간, 행사 줄이기, 주말 근무 안하기 등과 같은 업무 내용 등은 유
아 교사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근무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수록 유아교사는
자신의 일에 더욱 몰입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
을 더욱 사랑하고 즐기게 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일하는 유아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보다 나은 근무 여건과 치우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아교사의 주관적이고 객관적 행복
감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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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CT
The Perception of Happiness among the Kindergarten Teachers
YI Hyo Sook (Gwangju Health University)
The purpose for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erception of happiness among the
kindergarten teachers. The subjects were 137 kindergarten teachers in Kwangju.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5 open-ended questions about happiness. The
Quest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erception of Happiness among Kindergarten Teachers
2. Perception of a happy teacher among Kindergarten teachers.
The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happiness is to have a positive mind while doing what
they want to do and be absorbed in their work, to be loved, spend time with family,
economic element, to spend free time, and health.
2. ‘A happy teachers“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happiness are to be
loved, play with children and to spend time with children. ’A happy teachers’ as one who
can think children first and who can smile with children, too. And 'a happy teacher' is
believed to have a positive mind, to be able to do self-development.
Therefore, I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study a program of teacher's happiness, a
program of parent's parpicipation for young children's happiness in kindergarten, a
education of kidergarten teachers to enhance an upright character.
Key words : kindergarten teacher, happiness, happy teacher

- 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