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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Focusing on Young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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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유아 행복 연구동향 분석: 영 · 유아, 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김용숙, 민선희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in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happiness program development and happinessrelate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analysis of 244 articles and academic papers for young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from 2008 to 2016 are summarized as follows.
Results: First, in time analysis, related research was first conducted in 2008; it surged in 2013,
and peaked in 2015. Second, there were many practical studies in this research area, but relatively
few basic researches.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recognition and actual
research, trend research, and theoretical research. Additionally, practical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variable research,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 research, and scale
development research. Third, in the trends of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was the
highest, followed by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reviews, and multiple researches. Moreover,
the number of qualitative studies is increasing. Fourth, in trends of research subjects, most were
with young children, followed by teachers, parents, and literature. Most of the happiness
researches for young children and parents were conducted with children. In addition, most of the
happiness researches for teachers were conducted with in-service teacher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understand the flow of happiness research for
young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and will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happiness-related research such as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programs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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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UN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2014

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

년 47위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현재 155개국 중 56위를 기

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록하여 3년 만에 행복순위가 9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행복

다(Helliwer, Layard, & Sachs, 2017). 그렇다면 아동의 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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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복지수보고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수치를

Kim and Min 2

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연세대 사

의 변화(가족구조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로 인해 영 · 유아

회발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는 가정에서 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럼으로써 부모 못지않게 교사 또한 영 · 유아의 행복감 발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H. Hwang, Nam, Seo,
& Kim, 2016).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인 뿐 아니라 아
동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직 · 간접적으로 보여주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Kwark (2011)는 유아교사가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 · 유아기 행복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Yang

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영 ·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것이라 이야기하며 교사 행복과

(2008)은 어린시기의 행복감이 성인이 된 후의 개개인의 행복
감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며 영 · 유아기 행복교육을

유아 행복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영 · 유아의 행복에 대
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 ·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의 행복

강조하였다. 그리고 E. J. Lee (2010)는 행복한 영 · 유아는 자신

감간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 · 유아, 부모, 교사 행복 연구들을 자

감이 넘치고, 열정적이어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영 · 유아기 행

행복에 관심을 가지며 행복감을 증진시키려 노력한다면 교사-

세히 살펴보면, 영 · 유아 행복이론에 관한 연구(Ryu, 2013),

복경험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 · 유아기 행복은 행복한 성인의

영 · 유아 행복에 대한 인식연구(Y. W. Kang, 2009; S. S. Kim,

초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행복한

2013), 교사 행복에 대한 인식연구(M. J. Kim, & B. M. Kim,

인재 양성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를 제공할 것
이다. 행복한 영 · 유아가 더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전인적 성

2012; YI, 2015), 부모 행복에 대한 인식연구(Choi & Chung,
2015) 등이 있다. 다음으로 영 · 유아 행복교육과 관련된 연구

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더 행복한 학습자가 될 수 있음이
알려지며 근래에 영 · 유아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관심

의 동향 분석(H. K. Kang, 2014; Song, 2014; K. Lee, Yoon, &
Byeon, 2016), 영 · 유아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S. H.

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영 · 유아권리보

Kim, & Kang, 2008; Y. Kim, 2011; J. Kim & Bang, 2014; J. Park,
2015; J. H. Shin, 2016), 영 · 유아와 교사의 행복척도 개발 및

장, 국제적 인권이나 시민적 자유에 관계되는 것, 양육과 보호
받을 권리, 다양성 인정 등을 반영한 행복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Choe, 2015).
세계적으로 영 · 유아 행복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타당화 연구(M. W. Nam & Oh, 2016; E. J. Lee, 2010; Lim,
Kim, & Jeon, 2014)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영 · 유아 행복 변
인연구(S. B. Kim, 2012; Oh, Kim, & Lee, 2015; Na & Hwang,

살펴보면, UNICEF는 아동웰빙지표를 구성하여 경제 선진국

2014), 부모 행복 변인연구(H. J. Nam, 2015; Ha, 2016; Y. S.

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실태를

Lee, 2015; H. O. Lee, 2014), 교사 행복 변인연구(S. H. Park & E.

분석하여 세계의 아동복지증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행복과

J. Park, 2014; S. B. Lee, 2015; Won, 2015; H. I. Hwang & Kim,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OECD는 물질적 웰빙,

2016)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복 연구들은 행복에 영

교육적 웰빙, 건강과 안전, 주거와 환경, 위험행동, 학교생활의
질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아동의 웰빙지표를 구성하였다. 또

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영 · 유아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가족, 또래, 교사 등의 주변

한 유럽의 아동 웰빙 지수 연구팀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

인간관계와 놀이, 다양한 활동 등의 일상적 생활경험을 통해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웰빙과 행복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로써,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won & Sung, 2010). 이러한 영 · 유

감, 개발과제, 미래의 문제까지 포괄해 아동의 행복에 대해 알
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Do, Bae, & Kim, 2014).
이와 같이 영 · 유아의 행복 연구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아 행복의 정의를 통해 영 · 유아의 행복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

시작하면서 영 · 유아 행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
즉, 부모와 교사의 행복 또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영 · 유아

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영 · 유아의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느낌이다.

는 부모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사회적 행동을 모

때문에 영 · 유아 행복 관련 연구는 일상적 생활에서의 행복 경

방하고, 행복감을 물려받게 된다. D. R. Kim과 Kim (2008)은 유
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연구

험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질적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 · 유아 행복에 대

를 통해 둘 사이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모 행복이

한 질적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유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최근 사회구조

는 인적, 물리적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느낌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복 연구는 유아 대상 연구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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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영아 대상 연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영·유아와 교

의 원인에 대해 G. Y. Kim (2017)은 영아의 언어 발달수준 및 인

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행복 학위 및 학술논문을 분석

지 발달수준이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자들의 잘못된 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선정과정은 RISS (Research

식과 영아용 행복 연구 도구선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영 · 유아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 많은 문

Information Sharing Service)와 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영 · 유아 행복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에서는 ‘영 · 유아 행복’, ‘영 · 유아 행복-부모’, ‘영 · 유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 · 유아와 영 · 유아 행복에

행복-교사’를 차례로 검색하였으며, 검색되어진 논문들 중 제
목에 ‘영 · 유아 행복’, ‘부모’, ‘교사’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포
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 · 유

Service System), 국회도서관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109편의 학위논문과 168편의 학술논문 총 277편의 논문을 1

아 행복 관련연구의 동향 분석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복 연

차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에서는 논문제목, 핵심어, 연

구만을 분석하였거나 부모 혹은 교사로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구문제, 본문내용,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위논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 · 유아, 부

문과 학술논문이 겹치는 논문은 학술논문에서 제외시켰으며,
논문 내용이 영 · 유아 행복과 연관이 없거나 본문 확인이 어려

모, 교사 행복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행복 연구의
흐름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추후 이루어질 영 · 유아 행복 연

운 논문, 학술대회발표용 논문과 포스터 발표, 기초강연 논문

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등을 제외하고, 108편의 학위논문과 142편의 학술논문으로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50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마지막 3차에서는 250편의 논문
을 다운로드하여 본문내용을 살펴보고, 영 · 유아와 부모, 교사

연구문제 1

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논문 5편을 제외한 109

영 · 유아 행복 연구의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편의 학위논문과 136편의 학술논문 (총 245편)을 최종 분석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2
영 · 유아 행복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분석기준 및 방법

2-1 기초연구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국내에서 발표된 영 · 유아 행복 학위 · 학술논문 중에서 영 · 유
아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 · 종합 · 해석하는 문헌

2-2 실천연구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영 · 유아와 관련된 행복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영 · 유아 행복과 부모, 교사가 중심

연구문제 3

주제(제목)로 나타나는 논문 245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선

영 · 유아 행복 연구의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정된 논문을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4
영 · 유아 행복 연구의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동향
본 연구는 2016년 12월까지 발행된 석 ·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

연구방법

논문을 대상으로 각각 범주별 연구논문을 2008년에서 2016년
까지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동향
영 · 유아 행복의 동향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학위 및 학술
논문을 검색해본 결과 2008년에 최초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

연구주제 분석기준은 선행연구 (H. K. Kang, 2014; Y. 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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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by Research Theme
Contents

Detailed category

Basic research
Happiness theory

• Theoretical studies related to young children’s happiness: Discourse of desire, brain research, possibility,
relationship orientation, emotion

Awareness and reality

• A study on perception and actual condition of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alysis of trends

• A study analyzing the trends in research on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ction-based research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 Development of program to promote happiness and verification of its effect
– Young children: Happiness education, picture book (sharing education, integration activity, read,
audit training, ecological picture book, active activity, role play, positive psychological fairy tales),
Nuri course, green food life, forest program (cooperative play, free play), personality education, nature
friendship (sensory play), traditional play, traditional stories, music activity (outdoor music activity,
instrument, dalcroze eurhythmics music program), cooperative art activities
– Parents: Parent education based on e-learning, forest program
– Teachers: Forest program, cooperative health program, happy flourish, happiness promotion, happy
training, thanks diary

Scale development

•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happiness

Variables
Demographic variables

– Young children: Gender, age, temperament, attachment, birth order
– Parents: academic background, economic strength, occupation, personality traits, attachment, age
– Teachers: Teaching profession aptitude, academic background, age, working type, career, personality
strength, endowment

Cognitive variables

– Young children: Creativity
– Parents: Ability, coaching
–  
Teachers: Immersion (teaching, organization), creativity, self-development, educational belief
(enjoyment belief ), empowerment, professionalism recognition, self-determination

Emotional variables

– Young children: Vessel, self-esteem, audit propensity, ego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 Parents: Resilience, young children’s happiness, job satisfaction,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parent satisfaction, stroke type
–  Teachers: Teacher efficacy, positive sentiment, self-esteem, ego resilience, job satisfaction, tenacity,
emotional intelligence, dedication, emotion expression, psychological exhaustion, emotional labor,
audit propensity

Social variables

–  Young children: Solving the great human problem, kindergarten adaptation, leadership, peer
competence, social support
–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parenting attitude, participation in play, child relationship, empathy
ability, participation in parenting
–  Teachers: Empathy ability, adaptive flexibility, turnover intention, perform a role,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leadership, interaction, social support, stress (job stress, interpersonal stress, stress
coping), humor

Moral variables

– Young children: Problem behavior, moral judgment
– Teachers: Young children problem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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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 2016; J. H. Shin & Choi, 2014; K. M. Lee, 2009; K. Lee,
Yoon, & Byeon, 2016)의 연구주제 분석기준을 토대로 수정 · 보

Table 3
Classification Criteria by Research Subject

완하여 사용하였다. 선정한 연구주제별 분류기준 및 세부분석

Contents
Young children
Age
Parents
Mother

기준을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선정하였
다.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동향은 기초연구(영 · 유아 행복 이
론에 관한 연구, 인식 및 실태, 동향분석)와 실천 연구(프로그
램 개발 및 효과, 척도개발, 변인 관련 연구)로 최종 선정하였
으며, 한편의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주제를 포함하는 경
우 해당 연구주제를 확인하여 복수 처리 후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의 자세한 세부기준은 Table 1과 같다.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Father
Teachers
Preliminary teacher
Incumbent teacher
Literature

연구유형 분석기준은 선행연구(M. S. Song, 2014; K. Lee, Yoon,
& Byeon, 2016)의 연구유형 분석기준을 토대로 수정 · 보완하

The details
One to five year olds
Adult women who have or have raised
young children
An adult man raising young children
A teacher in a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A teacher at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Papers, books and picture books related to
young children and their happiness

여 사용하였다. 선정한 연구대상의 분류기준은 유아교육 전문

2인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유형은 양적연구,

가 2인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대
상은 영 · 유아(단일연령), 부모(아버지, 어머니), 교사(예비교

질적연구, 문헌연구, 다중연구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사, 현직교사) 문헌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한편의 논

한편의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유형을 포함하는 경우 해

문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대상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대

당 연구유형을 확인하여 다중연구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

상을 확인하여 복수 처리 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자세한

구방법의 자세한 세부기준은 Table 2와 같다.

세부기준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Classification Criteria by Research Method

연구절차

Contents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Survey research

영 · 유아 행복 연구논문의 발행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여 사용하였다. 선정한 연구유형 분석기준은 유아교육 전문가

Correlation research

The details
Theory-based hypothesis testing
How to collect data through
questionnaires
How to analyze or predict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Qualitative research
Ethnographic research
Narrative research

Research methods that describe culture
Research methods that describe key
scenes and storylines
In-depth interview and Research methods through interview
observation
and observation
Literature research
How to get knowledge or information
Multiple research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es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
연구대상 분석기준은 선행연구(M. S. Song, 2014; K. Lee, Yoon,
& Byeon, 2016)의 연구대상 분석기준을 토대로 수정 · 보완하

연구대상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에 걸
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유아
교육전문가 2인과 함께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논문은
이 논문의 연구대상논문 중 무선으로 20편을 선정하여 분석
범주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분석자간 일치
도는 산출공식인 ‘(일치된 분석항목 수/전체항목수) × 100’으
로 85%의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불일
치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선행연구와 서적을 참고로
자료 분석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다시 10편을 선정하여 각자
분석한 결과, 일치도는 94%로 나타났다. 예비조사를 기초로
수정 · 보완한 분석 범주표를 기준으로 2017년 2월 1일에서 3
월 10일까지 6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연구대상 논문은 자료 분석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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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Year of Publication
Division
Master
Doctor
Journal
Total

Year

2008
1
1
2 (0.8)

2009
2
1
2
5 (2.0)

2010
2
2
2
6 (2.4)

2011
3
1
2
6 (2.4)

2012
2
1
11
14 (5.7)

2013
2014
2015
2016
11
14
25
26
1
2
8
7
18
29
46
25
30 (12.3) 45 (18.4) 79 (32.4) 58 (23.6)

Sum
86 ( 35.2)
23 ( 9.3)
136 ( 55.7)
245 (100.0)

Note. N = 245.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percentages.

SPSS 21.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

며, 2012년도에 연구의 양이 점차 증가해 2015년까지 가장 많

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연구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의 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학술논문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석사논문, 박사논문 순

연구결과

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동향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동향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4와 같이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2편(0.8%)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도에

Table 5와 같이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주제별로 기초연구와
실천연구로 살펴보면, 기초연구 36편(13.6%)중 인식 · 실태 연

5편(2.0%),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6편(2.4%), 2012년

구가 22편(8.3%)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동향

도에 14편(5.7%), 2013년도에 30편(12.3%), 2014년도에 45편

분석 9편(3.4%), 이론 5편(1.9%) 순으로 나타났다. 실천연구

(18.4%), 2015년도에 79편(32.4%), 2016년도에 58편(23.6%)

228편(86.4%) 중 변인 연구가 165편(62.5%)으로 가장 많이 이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석사

루어졌으며, 그 다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57편(21.5%), 척

학위논문은 총 86편(35.2%)이며, 박사학위논문은 총 23편

도개발 6편(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보다

(9.3%), 학술논문은 총 136편(55.7%)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 · 유아교육 관련 행복 연구가 2008년에 처음으로 나타났으

실천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론에 대한 연구와 척도개발
에 대한 연구의 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Research Trends by Subject
Year 2008
Division
Basic research
Theory
Trend analysis
Cognition
Sum
Practical research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1
Scale development
Variable
1
Sum
2
Total
2 (0.7)
Note. Duplicate response was allowed.

2009

2010

2011

2012

2013

1
3
4

2
2
2
6

2

8

1
1
2

1
1

1
2
3
5 (1.9)

2

1
5
6
7 (2.7)

2014

2015

2016

3
5
8

1
1
7
9

1
2
3
6

Sum
5 ( 1.9)
9 ( 3.4)
22 ( 8.3)
36 ( 13.6)

8
23
12
57 ( 21.5)
1
2
2
6 ( 2.3)
4
10
19
31
51
42
165 ( 62.5)
6
12
27
40
76
56
228 ( 86.4)
6 (2.3) 16 (6.0) 33 (12.5) 48 (18.2) 85 (32.2) 62 (23.5) 26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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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earch Trends in Basic Research Among Research Subjects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Division
Theory
Discourse of desirea
1
a
Brain research
1
Possibilitya
1
Relationship orientationa
1
Emotiona
Sum
1
2
1
Trend analysis
Papera
2
a
Literature
1
2
Programa
1
b
Paper
1
Paperc
2
Sum
1
2
5
1
Cognitiona
1
1
1
2
3
5
b
Cognition
2
2
2
Sum
1
1
3
2
5
7
Total
1 (2.6)
1 (2.6)
1 (2.6)
4 (10.5) 6 (15.8) 10 (26.3) 9 (23.7)
Note. N = 38. a = young children; b = parents; c = teachers.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percentages.

2016

Sum

1
1

1 ( 2.6)
1 ( 2.6)
1 ( 2.6)
1 ( 2.6)
1 ( 2.6)
5 ( 13.1)

2

4 ( 10.5)
3 ( 7.9)
1 ( 2.6)
1 ( 2.6)
2 ( 5.3)
2
11 ( 28.9)
2
15 ( 39.5)
1
7 ( 18.4)
3
22 ( 57.9)
6 (15.8) 38 (100.0)

연구주제를 기초연구(이론, 인식 · 실태, 동향분석)와 실천

를 통해 유아 행복에 대한 동향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

연구(프로그램 및 효과, 척도개발, 변인)로 분류하여 연구대상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연구는 총 5편(13.1%)으로, 욕

(유아, 부모, 교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망담론, 뇌 연구, 가능성, 관계지향, 강점에 대한 연구가 각각

기초연구

1편(20.0%)씩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 · 유아 행복에 대한 인식 · 실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 중 기초연구(이론, 인식 · 실태, 동향분석)에 대한 연
구동향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과 같이 연구주제 중 기초연구를 세부항목별로 살
펴보면, 인식 · 실태에 대한 연구가 22편(57.9%)으로 가장 많
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동향연구 11편(28.9%), 이론연구 5
편(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식 · 실
태연구는 총 22편(57.9%)으로, 그 중 유아 행복의 인식 · 실태
연구는 15편(39.5%)으로 나타났으며, 교사행복의 인식 · 실태

실천연구
연구주제의 실천연구 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척도개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Table 7과 같이 연구주제 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연구
대상에 따라 살펴본 결과, 영 ·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
램 중 그림책이 12편(19.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

연구는 총 7편(18.4%)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 · 유아 행복
에 대한 인식 · 실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

으로 자연친화 교육활동 9편(14.2%), 숲 프로그램 6편(9.5%),

음으로 동향연구는 총 11편(28.9%), 유아 행복은 논문 동향이

누리과정과 바깥놀이가 각각 2편(3.1%), 녹색식생활, 인성교

4편(36.4%), 문학동향 3편(27.3%), 프로그램동향 1편(9.1%)

육, 전래동화, 협력적 미술활동이 각각 1편(1.5%) 순으로 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행복은 논문동향 1편(9.1%)으로 나타

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e-learning 기반

났으며, 교사행복은 논문동향 2편(18.2%)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과 숲 프로그램이 각각 1편(1.5%)으로 나타났다. 교

행복교육과 전통놀이가 각각 4편(6.3%), 음악활동 3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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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earch Trends in Practical Research by Subject
Division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5

3
5

2016

Sum

1

4 ( 6.3)
12 ( 19.0)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Young children
Happiness education
Picture book
Nuri course
Green food life
Forest program
Personality education
Nature friendship
Traditional play
Outdoor play
Traditional stories
Music activity
Cooperative art
activities
Parents
Parent education based
on e-learning
Forest program
Teachers
Forest program
Cooperative health
program
Happy flourish
Happiness promotion
Happy training
Thanks diary
Sum

1

1
2

3

2
1
1

1
1
3
4
2
1
1

1

3

2

1

1
1
1
1

1

1

1

1

2

2

1
1
1
8

8

23

1
1

12

2 ( 3.1)
1 ( 1.5)
6 ( 9.5)
1 ( 1.5)
9 ( 14.2)
4 ( 6.3)
2 ( 3.1)
1 ( 1.5)
3 ( 4.7)
1 ( 1.5)

1(

1.5)

1(

1.5)

1(
1(

1.5)
1.5)

1 ( 1.5)
4 ( 6.3)
1 ( 1.5)
1 ( 1.5)
57 ( 90.4)

Scale development
Young children
1
1
Basic research
1
Scale development
Teachers
3
Scale development
Sum
1
1
2
2
Total
1 (1.5) 1 (1.5) 1 (1.5) 2 (3.1) 2 (3.1) 8 (12.6) 9 (14.2) 25 (39.6) 14 (22.2)
Note. N = 63. a = young children; b = parents; c = teachers.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percentages.

2(
1(

3.1)
1.5)

3 ( 4.7)
6 ( 9.5)
63 (100.0)

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중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4편

행복 프로그램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가장

(6.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숲 프로그램, 협

많고, 그 중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력중심 건강 프로그램, 행복플로리시, 행복연수, 감사일기 프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로그램이 각각 1편(1.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으로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동향을 연구대상에 따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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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earch Trends in Practical Research (Young Children)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Division
Demographic
Temperament
4
Attachment
1
Age
2
Gender
1
2
Birth order
1
Cognitive
Creativity
1
Emotional
Vessel
1
Self-esteem
1
2
Audit propensity
1
Ego resilience
1
2
Emotional intelligence
1
3
Social
Solving the great human problem
1
Kindergarten adaptation
1
1
1
Leadership
2
Peer competence
1
1
Social support
1
Moral
Problem behavior
1
1
Moral judgment
1
Total
1 (0.4) 3 (1.2) 2 (0.8) 2 (0.8) 9 (3.6) 19 (7.7)
Note. N = 36.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percentages.

Sum
4 (1.6)
1 (0.4)
2 (0.8)
3 (1.2)
1 (0.4)
1 (0.4)
1 (0.4)
3 (1.2)
1 (0.4)
3 (1.2)
4 (1.6)
1 (0.4)
3 (1.2)
2 (0.8)
2 (0.8)
1 (0.4)
2 (0.8)
1 (0.4)
36 (14.7)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는 2편(3.1%)이며, 척도개

교수몰입이 13편(5.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발은 1편(1.5%)으로 나타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

창의성이 7편(2.8%), 조직몰입이 5편(2.0%), 임파워먼트가 4

은 3편(4.7%)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

편(1.6%), 교육신념이 3편(1.2%), 자기개발과 전문성인식, 자

로 한 척도개발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영아나 부모를 대상으로

기결정이 각각 1편(0.4%)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 변인에서는

한 행복 척도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

교사효능감이 27편(11.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

구주제의 실천연구 중 변인의 연구동향을 연구대상별로 살펴

음 직무만족이 15편(6.1%), 자아탄력성이 9편(3.6%), 자아존

보면 Table 8, 9, 10과 같다.

중감이 7편(2.8%), 감사성향이 4편(1.6%), 심리적 소진이 3편

Table 8, 9, 10과 같이 연구주제의 실천연구 중 변인의 연

(1.2%), 정서노동이 2편(0.8%), 긍정적정서가 1편(0.4%) 순으

구동향을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교사변인에 대한 연구가

로 나타났다. 사회 변인에서는 스트레스가 8편(3.2%)으로 가

159편(64.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부모변인 50편

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상호작용이 7편(2.8%), 이직의도

(20.4%), 유아변인 36편(14.7%)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행복과

와 셀프리더십이 각각 3편(1.2%), 대인관계유능성과 유머가

관련된 변인 중 인구통계 변인에서는 성격강점이 6편(2.4%)

각각 2편(0.8%), 공감능력과 적응유연성, 역할수행, 사회적지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근무유형이 4편(1.6%),

지가 각각 1편(0.4%)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 변인에서는 영아

교직적성이 3편(1.2%), 학력과 자질이 각각 2편(0.8%), 연령

문제행동이 1편(0.4%)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변인에서 교

과 경력이 각각 1편(0.4%)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 변인에서는

사행복과 관련된 연구 중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교수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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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earch Trends in Practical Research (Parents)
Year

2014

2015

Academic background

1

2

Economic strength

1

2

Occupation

1

2

Personality traits

2

1

Division
Demographic

2008

Attachment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

Sum
3 ( 1.2)
3 ( 1.2)

1

4 ( 1.6)
3 ( 1.2)

1

1 ( 0.4)

Age

1

1 ( 0.4)

Cognitive
Ability

1

1 ( 0.4)

Coaching

1

1 ( 0.4)

1

1 ( 0.4)

Emotional
Resilience
Young children happiness

1

2

3 ( 1.2)

Job satisfaction
Parenting efficacy

1

1

Parenting stress

1

1 ( 0.4)

2

4 ( 1.6)

3

3 ( 1.2)

1

2 ( 0.8)

Parent satisfaction

1

Stroke type

1

1 ( 0.4)

2

2

4 ( 1.6)

1

3

2

7 ( 2.8)

2

1

4 ( 1.6)

Social
Marital relationship
Parenting attitude
Participation in play

1
1

Child relationship

1

Empathy ability

1

Participation in parenting
Total
1 (0.4) 3 (1.2)
Note. N = 50.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percentages.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행복과 관련된 변인 중 인구통계 변인에서는
직업이 4편(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학력과

1 ( 0.4)

1
1 (0.4)

2 (0.8) 12 (4.8) 17 (6.9) 14 (6.1)

1 ( 0.4)
1 ( 0.4)
50 (2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변인에서 부모행복과 관련된 연
구 중 양육태도와 직업, 양육효능감, 부부관계, 놀이참여에 대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제력, 성격특성이 각각 3편(1.2%), 애착과 연령이 각각 1편

또한 유아 행복과 관련된 변인 중 인구통계 변인에서는 기

(0.4%)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 변인에서는 부모역량과 코칭이

질이 4편(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성별 3편

각각 1편(0.4%)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변인에서는 양육효능

(1.2%), 연령 2편(0.8%), 애착과 출생순위가 각각 1편(0.4%)

감이 4편(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영·유아 행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 변인에서는 창의성이 1편(0.4%)으로

복과 양육스트레스가 각각 3편(1.2%), 부모만족이 2편(0.8%),

나타났고, 정서 변인에서는 정서지능이 4편(1.6%)으로 가장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 스트로크유형이 각각 1편(0.4%) 순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각각 3

으로 나타났다. 사회 변인에서는 양육태도가 7편(2.8%)으로

편(1.2%), 용기와 감사성향이 각각 1편 (0.4%) 순으로 나타났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부부관계와 놀이참여가 각각 4

다. 사회 변인에서는 유치원적응이 3편(1.2%)으로 가장 많이

편(1.6%), 자녀관계와 공감능력, 양육참여가 각각 1편(0.4%)

나타났으며, 그 다음 리더십과 또래유능성이 각각 2편(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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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earch Trends in Practical Research (Teachers)
Year 2008
2009
2010
Division
Demographic
Teaching profession aptitude
Academic background
Age
Working type
Career
Personality strength
Endowment
Cognitive
Immersion
Creativ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Self -development
Educational belief
1
Empowerment
Professionalism recognition
Self -determination
Emotional
Teacher efficacy
1
Positive sentiment
Self-esteem
1
Ego resilience
Job satisfaction
1
Tenacity
Emotional intelligence
Dedication
1
Emotion expression
Psychological exhaustion
Emotional labor
Audit propensity
Social
Empathy ability
Adaptive flexibility
Turnover intention
1
Perform a role
1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Leadership
Interaction
Social support
Stress
Humor
Moral
Infant problem behavior
Total
7 (2.8)
Note. N = 159.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percentages.

2011

2012

2013

2014

1

1
1
1
2
1
2
1

2
1
2
3
1

1
2

2015

2016
1
1

1

1
2

6
4
2
1

1
1

4

1
3

1
1
1

2

6

6

1
3

1
1
2
2

2
1
1

5
1
2
4
5

6
1
2
3
2

1

2
1
3
1
1
1

1

1

1
4

1
1

1
1
1
1

1
2

3
1

1
2

1
1

1

1
1

1
2 (0.8) 11 (4.4) 24 (9.7) 32 (13.0) 47 (19.1) 36 (14.6)

Sum
3(
2(
1(
4(
1(
6(
2(

1.2)
0.8)
0.4)
1.6)
0.4)
2.4)
0.8)

13 (
7(
5(
1(
3(
4(
1(
1(

5.3)
2.8)
2.0)
0.4)
1.2)
1.6)
0.4)
0.4)

27 (11.0)
1 ( 0.4)
7 ( 2.8)
9 ( 3.6)
15 ( 6.1)
4 ( 1.6)
1 ( 0.4)
1 ( 0.4)
1 ( 0.4)
3 ( 1.2)
2 ( 0.8)
4 ( 1.6)
1(
1(
3(
1(
2(
3(
7(
1(
8(
2(

0.4)
0.4)
1.2)
0.4)
0.8)
1.2)
2.8)
0.4)
3.2)
0.8)

1 ( 0.4)
159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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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Research Methods
Year 2008
2009
2010
2011
Divisio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1
1
Survey
2
2
Correlation
1
3
2
3
Sum
2
3
4
6
Qualitative research
Ethnographic
Narrative
In-depth interview
1
1
Sum
1
1
Literature
3
1
Multiple
1
1
Total
2 (0.8) 8 (3.3) 6 (2.5) 7 (2.9)
Note. N = 245.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percentages.

2012

2013

2014

2015

2016

1
3
7
11

5
5
11
21

7
13
20
40

18
26
22
66

11
17
23
51

1
1

2
2
4
8
2

1
2
1
3
2
3
1
3
3
2
2
1
2
2
2
14 (5.7) 29 (11.9) 45 (18.4) 76 (31.1) 58 (23.6)

Sum
44 (
68 (
92 (
204 (

18.0)
27.9)
37.7)
83.6)

3 ( 1.2)
4 ( 1.6)
12 ( 4.9)
19 ( 7.8)
13 ( 5.3)
9 ( 3.7)
245 (100.0)

Table 12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Subject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Division Year
Young children
1-year-old
1
2-year-old
1
1
3-year-old
2
1
1
2
2
5
4-year-old
1
3
2
3
2
5
7
15
11
5-year-old
2
3
2
2
5
11
14
30
20
Sum
3
8
4
5
10
17
23
47
37
Parents
Mother
1
2
2
5
4
8
8
15
Father
1
1
5
5
5
Sum
2
2
2
5
5
13
13
20
Teachers
Preliminary
2
3
2
2
7
3
Incumbent
1
2
2
5
11
25
32
26
Sum
1
4
2
8
13
27
39
29
Literature
3
1
3
2
2
1
Total
5 (1.4)
14 (4.0)
8 (2.3)
10 (2.8) 23 (6.5) 38 (10.8) 65 (18.5) 101 (28.8) 87 (24.8)
Note. Duplicate response was allowed.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percentages.

대인간 문제해결과 사회적지지가 각각 1편(0.4%) 순으로 나

Sum
1 ( 0.3)
2 ( 0.6)
13 ( 3.7)
49 ( 14.0)
89 ( 25.3)
154 ( 43.9)
45 ( 12.8)
17 ( 4.9)
62 ( 17.7)
19 ( 5.4)
104 ( 29.6)
123 ( 35.0)
12 ( 3.4)
351 (100.0)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타났다. 도덕 변인에서는 문제행동이 2편(0.8%), 도덕적 판단
력이 1편(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변인에서 영·유아
행복과 관련된 연구 중 기질과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과 같이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양
적연구가 204편(83.6%)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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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질적연구 19편(7.8%), 문헌연구 13편(5.3%), 다중연구 9편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논의 및 결론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 또는 예측하는 방법인 상관연구가 92편

이 연구는 영 · 유아와 영 · 유아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37.7%)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설문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조사연구 68편(27.9%), 이론에 근거

부모, 교사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의 동향을 함께 분석해봄으
로써, 전반적인 행복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여 영 · 유아 행복

한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연구 44편(18.0%)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 앞으로 이루어질 행복 연구의 방향을

질적 연구는 면담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층면담이 12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4.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주요 장면을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해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영·유아

관찰하여 줄거리를 서술하는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연구 4편

와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위 및 학술논문 245편을 분석

(1.6%),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방법 중 양적연구는 많이 이루

하여 도출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 · 유아 행복 연구의 연구시기별 동향을 살펴본 결
과, 2008년도에 영 · 유아 행복 연구 2편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어진 반면 질적연구와 문헌연구, 다중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후 연구의 양이 서서히 증가하다 2013년도에 30편의 연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를 시작으로 2014년도에 45편, 2015년도에 79편, 2016년도에

화를 관찰 기록하는 연구방법인 문화기술 연구 3편(1.2%) 순

58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영·유아 행복 관련 연구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행복관련 연구가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2년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Table 12와 같다.

했다고 한 Kang (201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2013년도

Table 12와 같이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영·

부터 영·유아 행복 관련 연구가 급증한 이유는 같은 해 2월 출

유아 대상 연구가 154편(43.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범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민행복을 제시하며, 이를 강조한

그 다음 교사 대상 연구가 123편(35.0%), 부모 대상 연구가 62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M. Kim et al, 2013). 또한 정부

편(17.7%), 문헌 대상 연구가 12편(3.4%)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행복교

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유아 대상 연구 중 만 5세를 대상으로

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

한 연구가 89편(25.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만
4세 49편(14.0%), 만 3세 13편(3.7%), 만 2세 2편(0.6%), 만 1세

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유아와 행복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영 · 유아 행복교육

1편(0.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대상 연구 중 유아 어머니

이 최근 들어 급증한 또 다른 이유는 행복감의 감소와 그에 따

대상 연구가 40편(11.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유

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증가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성폭

아 아버지 대상 연구가 16편(4.6%), 영아 어머니 대상 연구가

행, 인신매매, 미혼모 증가, 사회문제의 저연령화 등)와 긍정

5편(1.4%), 영아 아버지 대상 연구가 1편(0.3%) 순으로 나타났

심리학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다.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사회

다. 교사 대상 연구 중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4편

에서 행복감의 증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범죄를 감소

(29.6%),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편(5.4%)으로 나

시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타났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영

어졌다. 이러한 생각과 맞물려 등장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부모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영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그와 관련된 연구가 활

보다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를 예비교사와

발히 이루어지는데 일조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들이 맞물

현직교사로 나누어살펴보았을 때,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려 영·유아 행복 연구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 · 유아 행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영·유아 행복 연구의 연구주제별 동향을 살펴본 결
과, 기초연구 36편, 실천연구 228편으로 실천연구가 많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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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실천연구를 통해 현장에 직접 적

비롯되므로, 단순한 수치의 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적연구

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을

로는 영·유아 개인의 행복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그 한계가 있

수록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연구가 탄탄한 이론적 틀에 기

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양적인 연구가 아닌 유아교육현장

반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거나 최
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예로, 영 · 유아는 개

에서 영·유아의 생활모습을 직접 관찰·기록하며, 그들의 삶 속

월 수에 따라, 혹은 발달 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하게 되므
로, 영 · 유아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후에

질적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 · 유아 행복 연구의 연구대상별 동향을 살펴본 결
과, 영 · 유아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교

영 · 유아의 발달에 맞는 행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으로 들어가 개개인의 주관적 행복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야 만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영 · 유아 행복에 대한 기초연구

사 대상 연구, 부모 대상 연구, 문헌 대상 연구 순으로 나타났

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실천연구들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연구는 인식 · 실태 22편,

대상이 교사, 부모, 유아, 예비교사, 문헌 순으로 나타난 것과

동향연구 11편, 이론연구 5편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

년부터 2016년까지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해 이론연구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천연구는 변인

므로, 위와 같은 현상의 이유를 연구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연구 159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57편, 척도개발 연구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 대상 연구가 영아 대상 연구보

6편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척도개발 연구의 수가 적

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모 또한 유아부모 대상

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유아, 부모, 교사용 행복 척도개발은
이루어졌으나 영아 대상 혹은 영 · 유아가 함께 측정할 수 있

연구가 영아부모 대상 연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는 척도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측정도구를 통해 현재
영 · 유아의 행복지수를 파악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한 연구가 많았다고 한 K. Lee, Yoon과 Byeon (2016)의 연구결

적합한 행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영아 대상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유아의 발달특성 상 행복

척도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Song (2014)은 유아교사

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관련 연구에서 자료수집방법으로 검사 및 척도를 활용한

(Y. Kim, 2011), 이러한 한계는 영아에게서 더 뚜렷이 나타나기

연구가 가장 많았고, 앞으로 행복 관련 연구 증진을 위해 행복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이유로 영아기 행복감의 중

감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고, G.
Y. Kim (2017) 또한 영아 행복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요성과 영아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성인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고 초기 3년인 영아기는 신체 · 언어 · 정

고 있는 이유를 측정도구 선정이 어렵기 때문이라 하며 이 연

서 · 인지 ·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구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셋째, 영 · 유아 행복 연구의 연구방법별 동향을 살펴본 결

가장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과, 양적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질적연구, 문헌연구,

아의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아기 행복 교

다중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은 행복한 성인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므로 유아기

Shin과 Choi (2014)의 연구에서 행복 관련 연구의 분석 결과 양

행복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따라서 추

적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나

후 영아와 영아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복 관련 연구가 지

질적연구는 단 2편만 이루어졌다고 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이는 H. K. Kang (2014)의 연구에서 행복 관련 논문의 연구
의견을 달리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유아 대상 연구는 2015

다. 이는 행복 연구에서 영아부모보다는 유아부모를 대상으로
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렇듯 행복 연구에서 영아보다 유아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초기 3년의 경험은 영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연구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

마지막으로 교사를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로 나누어 살펴보

루어진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

았을 때,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다. 이 연구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대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의 행복 관련 연구에서 예비교사 대

상으로 하였으며, 질적연구의 양은 2015년부터 급증한 것으

상 연구보다 보육교사 대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예비교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질적연구의 양이 급증하였

사 대상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한 M. S.

다고는 하나 양적연구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

Song (201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앞으로 유아교육현장

실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긍정적 느낌에서

에서 유아의 발달을 책임지는 현직교사가 될 예비유아교사의

15 Research Trends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행복감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연구 분야일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 · 유아 행복 관련 후속연구
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영·유아 행복’, ‘영 · 유아 행복-부모’,
‘영 · 유아 행복-교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타난 연구를 중
심으로 분석하여 행복과 유사한 용어들로 이루어진 연구가 포
함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긍정심
리, 심리적 안녕, 삶의 만족’ 등 행복과 유사한 용어로 이루어
진 연구들을 함께 분석하여 광범위한 행복 연구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학
회 ·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추후연
구에서는 유아 행복과 관련하여 발간된 자료 또는 국제자료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영 · 유아기에 느끼는 행복감은 아이들의 현재와 미
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영
아기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영
아기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영아기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행복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긍
정적 느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영 · 유아 행복에 관한 연구
는 그들의 삶 속에서 관찰과 면담, 그림 분석 등의 질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영 · 유아 행복에 대
한 연구는 질적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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