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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행복에 대한 인식 : Q방법론적 접근

류칠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Happiness of kindergarten teachers: A Q-methodology approach

Chill Sun, Ryu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행복을 이해하고 구조  유형을 분석하여 유치원 교사의 행복 유형별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궁극 으로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을 증진하여 유아교육의 질 수 을 증진하는데 목 을 두었다. 연구 상은 
D지역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41명을 무선 표집하 으며, 행복에 한 인간의 주 성을 심층 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용하 다. 연구 결과 유치원 교사의 행복에 한 구조  유형은 자신이 하는 일의 세계에서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실 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자아 실 형, 행복은 지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기뻐하
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만족형,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좋은 계를 유지하는 
것과 사람들 간의 인간 계에 요한 행복의 가치를 두는 사회 계형,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활하는 것과 자유롭게 행동하며, 가족이나 친 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개인 심의 신념과 태도를 강조하는 개인 신념

형의 4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types of happiness that kindergarten teachers feel and the features of 
each happiness type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kindergarten 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 kindergarten
teachers working at a kindergarten in D city. They were chosen randomly. The Q-methodology, which allows in-depth
measurements of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of happiness, was employed. The results and further analysis revealed
4 structural types of happiness: 1) self-realization type, who feels happiness while setting goals and achieving them;
2) inner satisfaction type, who thinks that happiness can be found in the current status; 3) social relationship type,
who emphasizes a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4) personal belief type, who emphasizes living life in one's own
style without being bothered by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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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행
복한 삶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주 인 만족감, 안녕감, 삶의 질 등
으로 정의된다[1]. Seligman[2]은 행복이 매우 주 인 

느낌에 한 말이며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나타낸다고 본다. 
따라서 행복은 객 인 상황 그 자체보다 개인이 선

택한 기 에 따른 마음의 상태, 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해서 행동하는가에 한 개인의 주  인식을 강조한다[3]. 
Diener와 Tov[4]는 행복을 ‘주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개인의 경험 속에서 가지게 되는 만족
감과 정  정서를 포함한 인지 , 정서  측면의 통합

인 단으로 보았다. Kwark의 연구[5]도 행복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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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개인의 정 이고 극 인 측면을 반 하며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본 연
구에서 행복은 자신이 재의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느끼는 개
인의 주 인 측면을 강조한다. 

OECD에서 34개 회원국을 상으로 조사한 ‘더 나은 
삶 지수’에 따르면 한국이 25 로 낮게 보고되었다[6]. 
2006년 유니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주  행복감도 OECD 
국가들  최하 다[7]. 유치원 교사들도 근무시간이 
길고 보수가 으며 부모들의 교사에 한 부담과 기

가 늘어가고 있어 이직률이 높아서[8]실제로 장에서는 
교사의 질 수  향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이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고 행
복해지려는 노력을 극 으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역할

을 잘 감당해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해서는 교사 자신에 한 정  

정서와 높은 행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유아
교사의 행복감은 다양한 유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고 변하는 사회요구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실

행하는데 요한 요인이며, 유아교육 장을 보다 정

으로 발 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들이 기 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 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지 까지 이루어진 유아 교사의 행복에 한 연구는 

행복 련 논문의 연구동향에 한 Kang의 연구[9]와 
Song의 연구[10], 행복교육 로그램 개발연구[11] 유아 
교사의 행복감과 교수효능감, 창의성에 한 연구[12],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13], 교사헌신과의 
계[14], 소진과 이직의도와의 계[15]교사-유아 상호
작용과의 계연구[16]로 주로 행복과 다른 변인과의 
계  향을 알아보는 연구[17]가 부분이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행복은 자신과 자신

의 생활에 한 주  안녕감이라는 에서 본다면 

유치원 교사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그 의미

를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 이었다. 따라서 지 까

지의 행복에 한 연구는 교사 스스로 느끼는 주 인 

개인의 행복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  

연구 즉 연구자의 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방법에 따

라 유치원 교사 개인이 주 으로 인식하는 행복을 분

석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1.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행복

의 구조  유형을 분석하여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 향상 

략을 제시함으로써 궁극 으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

을 도모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사의 행복에 한 인식의 구조  유형은 

어떠한가?
2) 유치원 교사의 행복에 한 인식 유형의 특징은 어
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Q-방법론은 연구자의 한정된 에 향 받지 않고 

그들의 주 성을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8]. 따라서 행복과 같이 주 이고 개념화하기 어려

운 상에 한 탐색  근에 합하다. 한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 는 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주 성을 강조하는 질  조사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시에 소재한 유치원  공립유치원 5곳, 
학부속유치원 2곳, 사립유치원 10곳을 무선 표집하고 
다시 형태별로 공립유치원 교사 10명, 학부속유치원 

교사 8명, 사립유치원 교사 23명을 무선 표집 하
다.[Table 3]. 

2.2 연구절차

2.2.1 Q - 모집단 구성

련문헌과 선행연구, 개방형의 질문을 통한 면담  
서면조사,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  서면 조사의 
상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5명, 유아교육학 시
간강사  겸임교수 3명, 유아교육과 학생 20명, 유치원 
교사 18명, 어린이집 교사 10명,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3명을 선정하여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매일매
일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행복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만
족스러워야 하는지 등을 심층 으로 면담하여 총 134개
의 Q - 모집단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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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mographic characteristics                                                           (N=41)

Type No
Eigen
value

Age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al
status

Career
Foundation

form

I

1 2.4618  27 christianity single college 3 private
2 2.1173  32 none single college 8 private
3 1.6917  33 christianity single college 6 public
4 1.5125  28 christianity single college 3 public
5 1.3421  27 none single college 4 private
6 1.0959  26 none single college 3 private
7 1.0567  33 none single college 3 public
8 1.0335  29 none single college 5 private
9  .9565  33 christianity single college 10 attached kindergarten

10  .8237  25 none single college 2 private
11  .8138  36 christianity married college 13 private
12  .7900  27 none single college 4 private
13  .7783  24 none single college 2 private
14  .7425  35 none single college 12 private
15  .6512  26 none single college 2 private
16  .6027  25 christianity single college 2 attached kindergarten
17  .5351  33 christianity single above college 11 attached kindergarten
18  .5332  26 christianity single college 3 private
19  .5287  27 none single college 4 private

II 

1 2.1411  34 christianity single college 7 public
2 1.4679  26 christianity single college 3 attached kindergarten
3 1.3672  30 none single college 5 public
4 1.0825  25 christianity single college 2 private
5  .8847  30 christianity single above college 4 public
6  .8417  29 christianity single above college 4 attached kindergarten
7  .7346  33 christianity married college 11 private
8  .5712  32 christianity single college 10 public
9  .2061  41 christianity married college 18 private

III

1 1.1526  26 christianity single college 3 private
2  ,9785  27 none single college 4 private
3  .8668  29 christianity single college 4 public
4  .8423  28 christianity single college 5 attached kindergarten
5  .8380  24 none single college 1 private
6  .8303  27 none single college 4 private
7  .7701  31 christianity single college 6 public

IV

1 1.1923  37 christianity single college 14 attached kindergarten
2 1.0251  29 none single college 4 public
3  .7657  26 christianity single college 3 private
4  .6340  28 christianity single college 5 private
5  .6254  27 none single college 4 attached kindergarten
6  .3553  36 none married college 13 private

2.2.2 Q - 표본의 선정

Q - 모집단에 포함된 진술문들은 총 10개 범주 으

며, 각 범주에 속한 하  진술문들은 최소 2개부터 최  

10개 다. 각 주제별 범주를 가장 잘 표한다고 생각하
는 진술문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후 각 진술에 해 

정, 부정문을 작성하여 방법론 지도 교수의 도움을 얻
어 34개의 최종 Q - 표본을 선택하 다.

2.2.3 Q - 카드와 Q - 표본의 분포도 작성 

Q - 카드는 표본으로 선정된 34개의 진술문들을 6 x 

10cm의 트지로 카드화하 고 자신의 의견의 요도

에 따라 9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분포 시키는 Q -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Q - 표본의 
분포도를 작성하 다.

2.2.4 Q -분류 과정

Q - 카드와 Q - 표본의 분포도를 이용하여 9  척도 

상에 상자의 의견의 요도에 따라 강제 정상분포 방

법으로 분류하도록 하 다. 한 양극단에 분류된 진술

문에 한 선택이유를 질문하여 메모하거나 상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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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에 녹음하 던 것을 풀어서 기록하 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코딩
은 Q - 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 하는 경우(-4)를 1 으로 시작하여 가

장 찬성하는 경우(+4 )에 9 을 부여하여 수화 하

으며, 자료분석은 QUANL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Q요인 분석은 직각회 (Varimax Rotation)을 시
킨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
하 다. 각 유형별 특성을 악하기 하여 각 유형에 따
른 문항별 표 수(Z-score)를 분석하 으며, 진술문의 
범주를 반 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 다. 

 

3. 연구 결과

3.1 Q 유형의 형성

QUANL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치원 교사(41명)의 
행복에 한 주 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
으로 나타났다. 4개의 유형은 체 변량의 51.26%를 설
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 별 설명력을 보면 제 1유형(19
명)이 31.62%, 제 2유형(9명)이 9.60%, 제 3유형(7명)이 
6.04%, 제 4유형(6명)이 4.02 % 다. 제 1유형이 
31.62%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유치원 교사의 행복에 
한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

다.[Table 2]. 

Table 2. Eigenvalue, Percentages of Variance 

Type1 Type2 Type3 Type4 

Eigenvalue 12.96 3.93 2.47 1.64

Percentage  .3162  .0960  .0604  .0402

Cumulative  .3162  .4121  .4725  .5126

유형간의 상 계수는 각 유형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 계수는 

.463이며.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412, 제 1유형과 제 4
유형은 .540,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560, 제 2유형과 
제 4유형은 .499,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285로 상 계

수가 나타나 각 유형의 상 계수는 보통으로 나타남으로

써 체 으로 제 1유형의 큰 축을 심으로 제 4유형, 

제 2유형, 3유형이 근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1 Type2 Type3 Type4

Type 1 1.000

Type 2  .463 1.000

Type 3  .412  .560 1.000

Type 4  .540  .499  .285 1.000

3.2 유치원교사의 행복에 대한 유형별 분석

유치원 교사의 행복에 한 주 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해 각 유형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이 강한 

정  · 부정  동의를 기 로 각 문항의 표 수  다

른 유형과의 표 수 차이에 근거하여 그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자아실 형, 내 만족형, 사회 계형, 개인신념
형으로 명명하 다. 

3.2.1 제 1 유형 : 자아실현형

제 1유형으로 분류된 유치원 교사는 모두 19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 1유형
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이 강조한 진술문(Z=±1.00 이상)
은 다음과 같다.[Table 4].
제 1유형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은 ‘행복은 가족, 친

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정 인 동의를 보이고, ‘바르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부정 인 동의를 나타냈다. 
한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 하는 일에 인정을 
받아 보람을 느끼는 것, 몸이 건강한 것, 원하던 일을 이
루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등에 
해 강한 정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슬픔과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 바르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 평범한 일상생
활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등에 
해 강한 부정의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제 1유형은 가족, 친 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것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인정을 받고, 
원하던 일을 이루며 사는 가족과 개인 심의 가치 을 

가지고 있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안주하기 
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의 세계에서 고유의 가치를 인정

받고 실 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에서 자아 실

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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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ons in type 1 that suffices Z≧±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1 Happiness is spending time with family or other close people.  1.98

14 Happiness is achieved when everyone in my family lives healthily.  1.79

18 Happiness is being acknowledged for one's work and feeling accomplishment.  1.37

28 Being healthy is also an element of happiness.  1.29

23 Happiness is achieving what I longed for.  1.09

19 Happiness is enjoying a delicious meal with someone whom I love.  1.07

32 Happiness is forgiving someone without condition. -1.42

17 Happiness is living a normal life such as going to work at morning and coming home at evening. -1.42

5 Happiness is living a religiously well performing life. -1.68

27 Overcoming sadness and uncomfortableness is one of the elements of happiness. -1.09

Table 5. Descriptions in type 2 that suffices Z≧±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10 Happiness is being grateful for every event that happen in my life.  1.87

14 Happiness is achieved when everyone in my family lives healthily.  1.55

31 Happiness is always near me only if I have a positive mindset.  1.47

 1 Happiness is spending time with family or other close people.  1.15

30 Happiness is already in myself so it should be found inside my mind.  1.09

29 Happiness is buying something for someone that he/she likes. -1.29

32 Happiness is forgiving someone without condition.     -1.5

27 Overcoming sadness and uncomfortableness is one of the elements of happiness. -1.54

17 Happiness is living a normal life such as going to work at morning and coming home at evening. -1.65

3.2.2 제 2 유형 : 내적만족형

제 2유형으로 분류된 유치원 교사는 모두 9명으로 이
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 2유형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이 강조한 진술문(Z=±1.00 이상)은 
다음과 같다.[Table 5].
제 2유형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은 ‘행복은 주어지는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정 인 동의를 보이고,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
게 해  때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부정 인 동의를 나

타냈다. 한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 가족, 친
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서 찾는 것 등에 해 강한 정  의

견을 나타냈다. 반면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
주는 것,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슬픔과 불편함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 등에 해 강한 
부정의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제 2유형은 행복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

니라 지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 는 반면, 가족이나 친 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

과 좋은 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상의하

는 등 다른 사람과의 폭넓은 계에 해서는 부정 인 

경향이 있으므로 내 만족형이라고 본다.
 
3.2.3 제 3 유형 : 사회관계형

제 3유형으로 분류된 유치원 교사는 모두 7명으로 이
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 3유형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이 강조한 진술문(Z=±1.00 이상)은 
다음과 같다. [Table 6]
제 3유형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

을 때 상의할 사람이 있다’는 진술문에 가장 정 인 

동의를 보이고, ‘행운( : 로 당첨)이 있을 때 행복하다’
는 진술문에 가장 부정 인 동의를 나타냈다. 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좋은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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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criptions in type 3 that suffices Z≧±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7 Happiness is the fact that I have someone to get advice from when I am in a tough situation. 1.86

 1 Happiness is spending time with family or other close people. 1.81

25 Happiness is being in the same space together with the person I love. 1.33

26 Happiness is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1.23

28 Being healthy is also an element of happiness. 1.12

21 Happiness is having good human relationships, even though I am not rich. 1.04

29 Happiness is buying something for someone that he/she likes. -1.23

15 Happiness is acting freely without being bothered by other people.     -1.6

16 Happiness is earning enough money I want. -1.78

12 Happiness is being grateful for small things. -1.81

11 There is happiness when I have luck(ex. winning the lottery). -2.02

Table 7. Descriptions in type 4 that suffices Z≧±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15 Happiness is acting freely without being bothered by other people. 2.46

14 Happiness is achieved when everyone in my family lives healthily. 2.01

2 Happiness is doing things that I want to do. 1.57

1 Happiness is spending time wIth family or other close people. 1.14

11 There is happiness when I have luck(ex. winning the lottery). -1.03

21 Happiness is having good human relationships, even though I am not rich. -1.14

30 Happiness is already in myself so it should be found inside my mind. -1.47

32 Happiness is forgiving someone without condition.     -1.5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돈 많고 부자가 
아니어도 인간 계가 좋은 것 등에 해 강한 정  의

견을 나타냈다. 반면,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 원하
는 만큼의 보수를 버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
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 등에 해 강한 부정의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제 3유형은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 뿐 만 아

니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을 요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인간
계가 좋은 것에 요한 행복의 가치를 두는 특징이 있으

므로 사회 계형이라고 본다.

3.2.4 제 4 유형 : 개인신념형

제 4유형으로 분류된 유치원 교사는 모두 6명으로 이
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 4유형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이 강조한 진술문(Z=±1.00 이상)은 
다음과 같다[Table 7].

제 4유형에 속한 유치원 교사들은 ‘행복은 다른 사람
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는 진술문에 가장 정 인 동의를 보이고,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  때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부
정 인 동의를 나타냈다. 한 행복은 가족, 친 한 사람

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강한 정  의

견을 나타냈다. 반면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
주는 것, 정 인 마음을 가진다면 항상 내 에 머물러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서 찾는 것, 행운( , 로
당첨)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 돈 많고 부자가 아니어
도 인간 계가 좋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에 해서는 부

정 으로 생각하 다. 
따라서 제 4유형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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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mon views among several types that suffices Z≧±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1 Happiness is spending time wIth family or other close people. 1.06

28 Being healthy is also an element of happiness. 1.01

17 Happiness is living a normal life such as going to work at morning and coming home at evening. -1.15

29 Happiness is buying something for someone that he/she likes. -1.20

생활하는 것, 가족이나 친 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개인

심의 신념과 태도를 강조하므로 개인신념형이라고 본

다.

3.2.5 유형 간 공통견해

4가지 유형의 교사들이 강조한 진술문(Z=±1.00 이상)
은 다음과 같다[Table 8]. 41명의 교사들은 공통 으로 

몸이 건강한 것, 가족, 가족, 친 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에 정 인 의견을 제시하 으며, 다른 사람이 원하
는 것을 사주는 것,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해서
는 부정의 공통 견해를 나타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행복의 구조  

유형은 가족과 친 한 사람과의 계, 개인의 가치를 강
조하는 자아실 형, 내 만족형, 사회 계형, 개인신념
형의 4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행복을 삶에 
한 태도와 신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Kyon과 Fuller와 
Cho, 의 연구[19]와 유아교사의 행복은 심리와 정서, 신
념 등 다차원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Lee,와 Park의 연구[20]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 인 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실 형의 교사들은 가족과의 계를 시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세계에서 고유의 가치를 인

정받고 실 하며, 자신의 기 이나 스스로 설정한 목표

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만족하며 행복해하므로 

실에 만족하여 안주하기 보다는 발 인 자아실 의 

목표를 이루기 해 지속 으로 노력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마다 잠재된 재능과 특성을 찾아 연

습함으로써 개발되는 삶의 습 이 행복임을 제시한 

Seligman, Park, 그리고 Peterson의 연구[21]와 일치한다

고 본다. 한 인간의 행복과 성숙에 깊은 심을 가지고 
행복을 자아 실  입장에서 심리  안녕감의 6가지 요
소로 제시한 Ryff 와 Keyes의 연구[22], 단순히 삶에서
의 즐거움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바라고,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삶을 강조하며, 그러한 삶
을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제시한 Telfer의 연구[23]와도 
일치된다. 
결론 으로 자아실 형의 교사들은 교육이 근본 으

로는 개인의 삶의 장ㆍ단기  행복을 한 것이므로 장

기 인 행복에 을 두고 교육하는 것도 요하지만 

재의 행복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Sin의 연구[24]가 
강조하듯이 재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  지원과 자아실 을 한 문

인 역량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  직교육 로그램 

개발  실행이 요구된다고 본다. 
둘째, 내 만족형의 교사들은 주어진 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므로 자신의 재에 한 내 만족감이 높다. 이
러한 결과는 ‘지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을 강조하는 
Kim과 Kim의 연구[25]와 일치된다. 따라서 내 만족형 

교사들의 정 으로 내면화된 행복감은 유아교육의 질

 수 을 증진하며 회환 으로 교사 스스로 격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상의하며 다
른 사람과 좋은 계를 유지하는 등 다른 사람과의 폭넓

은 계에 해서는 부정 인 경향이 있다. 결론 으로 

진정한 행복이란 자신의 개인  만족 뿐 만 아니라 사회

 만족을 이끌게 되는 삶의 추구에서 가능하다[26]는 
결과가 시사하듯이 폭넓은 인간 계에 한 개방  태도

를 갖도록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미
래사회에는 단지 가족, 친구, 교사 등 가까운 주변인과의 
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게 될 이질  집

단과의 일회성 만남에서도 계역량이 필요 하며, 친사
회  미덕을 발휘하기 해서는 다양한 계에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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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경험이 요구된다.
한편 이 유형에 속한 교사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독교를 가진 교사들이라는 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나

라의 경우 종교의 종류나 유무에 따른 주  행복감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

고한 Jung 의 연구[27]와는 불일치된다고 본다. 하지만 
Diener와 Biswas - Diener[28]는 미국의 경우 종교가 있
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체로 자신

에게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제시한 결과에 의해서는 일치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상자를 통해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계형의 교사들은 가족이나 친 한 사람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계를 유지하며 살아

가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계에 요한 행복의 가치를 두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자
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과 소통하고 계 

맺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한 

Peterson 과 Park과 Seligman의 연구[29]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집합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가족
요소와 함께 인 계 같은 인간 계 요소가 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한국인들의 주된 행복경험을 개인  

목표의 달성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이나 유

감과 같은 계  정서 경험이 행복과 불행의 요한 결

정요인임을 제시한 Gu와 Kim의 연구[30]와 유아교육기
의 력 인 분 기가 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감을 증진시킨다는 Son과 Kim의 연구[31]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사회 계형 교

사들의 강 을 활용하여 Chung과 Lee의 연구[32]가 제
시하듯이 유아교육기  구성원들의 계를 포함한 문화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개인신념형의 교사들은 자기 기 과 심이 뚜

렷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가치를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한 각 개인이 스스로에
게 합한 행복의 방식을 찾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행복은 개인
과 조직에서 극 인 활동과 연습을 통해 개발하고 활

용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고유특성인 강
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생활 반에 정 인 행복의 역

할을 입증한 Seligman의 연구[33] 와 행복은 자발 인 

활동과 연습에 의해 증진할 수 있음을 보고한 

Lyubomirsky의 연구[34]에 의해서 지지되는 결과라고 
본다. 결론 으로 개인신념형의 교사 자신이 무엇을 좋

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
신을 탐색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율성을 인정해주어야 한

다고 본다. 
다섯째, 4가지 행복 유형 간 공통 견해를 분석한 결과 

공통 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개인의 삶이 펼쳐지는 심리

생태학  반경이 사회보다는 개인과 가족 장면이 두드러

지게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 직장인
과는 달리 은 교직원들과의 계 속에서 생활하는 특

성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폭넓은 계를 형성하며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유치원 교사에 한 

사회  인식 증진  근무조건 개선에 한 국가차원의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에 해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행복에 한 유아교육 장의 질

 수 을 가늠하는 주요한 변인이므로 직 으로 행복 

향 요인에 한 질  탐색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내의 의미성 도는 요성의 차이

를 다루는 주 성을 강조하는 조사연구이므로 상의 표

집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므로 상의 표집에 있어 보다 

범 한 모집단을 표집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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