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과 행복교육
최관경(부산교대)

<요

약>

풀하나 돌하나도 까닭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이유를 가진
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요 궁극적 가치이다. 그런데 변화무쌍한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물질적·기술적으로
거인(giant )이 되어가는 반면 정신적·도덕적으로 난쟁이(dw arf )가 되어감으로써 대부
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 의미나 목적을 상실한 채 여지없이 실존적 허무감
(ex ist ential v acu um )과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행복한 사람을
기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말 잘 듣고 시키는대로만 잘하는 소위 성공적인 얌
전이 를 기르는 우리 교육은 결국 공교육 붕괴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사랑과
열정으로 일생을 교직에 바쳐온 우리 교육자를 소위 국민의 정부가 개혁의 주제가 아
닌 그 대상으로 몰아세움으로써 교육자의 사기가 급강하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 교육
에 대한 불신 속에서 심지어 교육이민이 폭증할 정도로 우리 교육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기막힌 현상을 벗어나려면 우리의 성공지향적 교육목적관 '을
하루속히 행복지향적 교육목적관 '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아래 행복의 의미
와 그 특성을 고찰한 다음 행복교육의 원리와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Ⅰ . 머리말

온 인류가 지구촌(g lob al v illag e )의 지구가족(glob al fam ily )으로서 양육강식의 상극원리가
아니라 공존공생의 상생원리로 살아가야 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한지도 벌써 3년째가 되었
다. 이미 역사학자 토인비(A rn old J . T oy nb ee : 1889- 1975 )는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 이라고 예언하였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동방의 빛 이라는 그의 자작시에서
이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고 하였다. 신학자요 작가인 게오르규는

한국

한국 민족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스스로의 슬기와 용기로 일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동방의 빛이 한국땅에 비쳐
올 것 이라고 공언하였다.

행복의 정복 이란 책을 썼던 철학자요 교육사상가인 러셀

(Bertr an d A . W . Ru s sell:1872- 1970)은 교육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
는 열쇠"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온 겨레와 온 인류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
는 자유민주주의와 영원한 세계평화가 구축된 21세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의 교육
이 그 선도적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로마의 교육사상가 키케로는

교육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에 있다. 고 하였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비토리오는 학교가 즐거운 집이 되어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또한 인문주의 교육사상가 에라스무스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제1수
단도 교육이요, 제2수단도 교육이요, 제3수단도 교육 이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이 바로 행복
의 열쇠 임을 강조하였다. 18세기 범애주의 교육사상가 바제도우와 짤즈만은 국가, 민족, 종
교 및 성별 등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의 행복증진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범애학교 를 실제
로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Rob ert Ulich , 1950 ; S . J . Cu rtis & M . A .
B ou lt w ood , 1975 ; 한동일, 1979 ; 안상원, 1985 ).
특히 20세기에 있어 학교라는 곳이 노이로제에 걸린 학자보다는 행복한 청소부를 길러내
는 곳이어야 한다 고 역설한 니일(A . S . N eill, 1989 :21), 그리고 프롬(Erich F r om m )과 크리
쉬나무르티(J . Krishn am urti) 등도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역설하였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백낙준도
사랑의

힘을

길러서

모두를

행복한

생활로

이끄는

교육이란 사람을 깨우쳐

활동 이라고

규정하였다(최관경,

1969 :1- 2).
더욱이 우리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의 존재와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격도야를 통한 행복한 생
활 창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을 살펴보면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이 들기조
차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학교교육을 냉철히 직시해 보면 아직도 오로지 입시준비와 출세주
의를 지향하는 주입식교육과 남북분단의 적대적 이데올로기 교육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과 21세기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실존적 가치와 존엄성, 교육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나 의미는 실종된 채 허무주의에 빠진
대부분의 학생들로 하여금 단편적이고 실용적 지식만을 암기하는 수용기로 전락시켜 오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의 분업적 발전과 과학기술 및 새
로운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교과의 영역을 계속 확대시킴으로써 마치 물질적 풍요로 비만증
청소년이 급증하듯이, 죽은 지식의 만성적 소화불량에 걸린 중환자를 양산해 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날이 갈수록 소위 공교육 붕괴·교실붕
괴·수업붕괴·학교붕괴 등의 아우성이 옛 사도 문화를 해체하고 압도할 뿐 아니라 학교는
많아도 교육은 없고 교사는 많아도 스승이 없다 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
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해 보면, 교사보다는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는 비정상적인 학교풍토 속
에서 교사는 교단을 떠나고 싶고, 학생은 학교를 떠나고 싶어한다. 입시 지옥 속에서 개성과
취미를 살릴 수 없는 교과목,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선생님,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율들, 자고 나면 바뀌는 입시제도, 학생들에게도 결코 행복한 학교 생
활은 아니다. 이런 우리 교육 현실에 절망한 사람들이 조국의 땅을 버리고 무리를 지어 떠
나고 있다(김언주 외, 2003 :3 - 4 )는 우려의 소리가 자자하다.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언급한 공교육 붕괴의 위기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길은 곧 1,196만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19,124개의 모든 학교를 명실공히
행복한 학교로 가꾸는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화가 평화를 낳고 전쟁이 전쟁을 낳는
것처럼 행복은 행복을 낳고 불행은 불행을 낳는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선생님이 행복한 제
자를 길러내고 불행한 선생님이 불행한 학생을 낳기 마련이다. 결국 행복한 학교의 구축과

교육의 성패는 452,387명의 우리 교육자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선생
님 한분 한분이 진실로 행복해야 행복한 수업이 이루어 져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마침내
행복한 학생을 길러 낼 수 있다. 이런 신념과 문제의식아래 행복과 행복교육 이라는 주제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Ⅱ . 행복의 의미와 특성

A . 행복의 의미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이란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최고 목표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온갖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잘살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지만, 행복이 무엇이
며,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편이
다. 그 결과 막연하게 행복을 바라고 헛되게 행복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행복을 얻지 못한
채 생을 마치고 만다(고범서, 1994:8 ).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런 삶을 하루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어렸을 때부터 행복 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해야될 과제는
얻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구하는 일이다. 행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것
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한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엉
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 경향이 더욱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지리산이나 한라산을 찾는 사람은 없으나 행
복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물고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높은 산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행복 이라는 것은 물고기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그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까닭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자연히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는 경우가 많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구할것인가를 묻기에 앞서 행복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태길, 1986 :9).
행복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의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생관의 수만큼이나 각양각
색의 다양성을 노정시킨 문제중의 하나이다. 일찍이 고대 로마의 바르르(V arre )의 조사에
의하면 그 시대에 이미 행복에 대한 288개의 이설이 있었다(M arcu se , 1989 :25 )고 한다. 또한
앤드류스와 위데이(F . M . A n dr ew s & S . W ith ey , 1973 :1- 26 )에 의하면, 미국의 수많은 조사
연구에서 행복과 관련해 조사한 변인은 123가지가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1만 4천 가지의 기록을 아기자기한 감성으로 엮어 한권의 책으로 발
간한 바브라 키퍼의 행복에 관한 일만사천가지 라는 책제목만 보더라도 행복에 대한 논의
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겠는가를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말은 다의성을 가질 뿐 아니라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시대와 개인의 입장에 따
라 너무나 큰 견해차이가 있어 왔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서 누구의 견해

가 옳은가를 논란의 여지없이 밝힌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매
우 조심스런 마음으로 행복의 의미를 기술해 보려고 한다. 먼저 행복이란 말은 독일어로는
Glü cklich k eit '이고 불어로는 b on h eu r 이며 일본어로는 しあわせ(시아와세) 가 있는데 한자
어인 幸福 과 영어 h appin es s '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행복(幸福)이라는 한자의 글자 풀이를 해보면 幸 자는 죄인의 손에 수갑을 채운 모습에서
온 글자로 결국 죄인을 붙잡는 것은 다행이라는 데서 다행 의 뜻을 나타내고, 福 자는 제단
(示)에 술항아리(福자의 오른쪽 획)를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빌었다는 데서 유래된
복 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幸福 이란 한자어는 다행스럽게 복을 영위함 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왕케핑(W an g K epin g )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중국에서는 행복 의 개념을 나
타내는 말로서 복(福:행복·행운)과 락(樂:기쁨·즐거움)의 두 글자를 사용해오고 있으므로
(Stu art M cCready , 2001:42- 43 ) 이 두글자의 의미를 각각 좀더 기술해 보려고 한다.
위에서 약술한 것처럼 복 (福)이라는 한자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 부분
(示)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모습 을 형상화한 고대 상형문자에서 유래한 것이고,
오른쪽 부분은 재물을 높이 쌓아올린 탁자 를 형상화한 고대 상형문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문자의 형태는 종교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에 걸쳐 있고, 따라서 복 은 정신적 행복 과
물질적 행복 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죄인을 가두면 뉘우쳐 선한 사람이 된다고하
여 감옥을 복당(福堂)이라고도 한다. 복 의 반대 개념인 화 (禍)라는 한자도 왼쪽 부분은 신
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나타내지만, 오른쪽 부분에서는 신들이 그의 기도에 재앙의 상
징으로 응답한다.
복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행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글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락 (樂)이다. 이 글자는 악 이라고도 읽는다. 악 의 첫 번째 의미는 음악이다. 유교의 악전
(樂典)에 따르면 락 과 악 은 중요한 상호작용을 한다. 락 은 음악의 창조에 영감을 주는 내
적 감정이고, 악 은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심리 상
태인 동시에 미적 반응이다.
한편, 행복에 가까운 말로서 영어에는 h appin es s ' , 그리스어 eu daim on ia ' , 라틴어 felix '
가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의 뜻은 상이하다. 영어의 h appin es s 라는 단어는 옳은 일이 자신
속에서 일어난다 는 h appen '이란 말에서 온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행복은 외부로부터 찾
아 온다기 보다는 스스로 마음에서 얻어내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
영어의 g ood '을 의미하는 접두사 eu ' 와 dem on '을 의미하는 단어 daim on ia '의 합성어인
eu daim on ia '는 문자그대로 훌륭한 영혼 또는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신과도 같은 어
떤 힘 으로 풀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최고도의 완성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의미한
다(김승호 1996:94 ). 또한 콜링후드(R . G. Collin g w ood , 1992:85 ;신득렬, 2000:192 재인용)는
영어의 h appin es s ' 는 그리스어 eu daim onia ' , 라틴어 felix 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말
한다. 즉 eu daim onia '는 인간적 선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붙인 이름이며 felix '는 로마
황제들과 관련된 칭호에서 생겨난 말로 경사(felicity )에서 생기는 더 없는 행복(b lis s )의 뜻
을 갖는 것이다.
행복의 의미에 대해 국내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행복한
생활(eu daim onia )을 교육의 목적으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 을 행복이라 하였
다. 그는 행복이란 신체적 향락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사색에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
색이야말로 자족적이고 행동의 최고의 형태이며, 어떤 행동보다도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그는 행복을 인간 최고의 선인 미덕에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행복은
미덕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된 행복은 미덕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덕을 도덕적인 덕과 지적인 덕으로 나누어, 중용과 자
유 같은 것이 전자에 속하며, 지혜와 이성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하였다(오천석, 1986 :80).
더욱이 그는 행복을 어떤 정지된 상태로 보지 않고 활동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믿는다. 행
복하다 함은 쉬운 말로

잘 산다 는 뜻이요,

잘 산다 함은

잘 하다 는 뜻이다(김태길,

1994 :38 ). 이때 잘 한다 는 것은 조각가가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고, 피아니스트가 좋은 피아
노 연주를 하듯이 각자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조각가와 피아니스트
의 기능이 다르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와 직책에 따라 자기가 가진 기능이 서로 다르다.
조각가는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때 조각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고, 피아니스
트는 좋은 연주를 할 때 피아니스트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조각가라
든지, 피아니스트나 기술자의 기능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때 인간으로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잘 사는 것 즉 좋은 삶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능
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
휘함으로써 인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다(박준영, 2001:109- 110 ;
양해림, 2002:60- 66 재인용).
밀(M ill)은 공리주의자답게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 라고 정의하
면서 행복 과 만족 을 구별한다. 행복 은 인간의 내면적 성장을 통해 달성되지만 만족
(cont ent ) '이란 흔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가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서병훈, 1995:86 재인용)하면서 사람의 만족지수(capacities of enjoy m en t )가 낮을
수록 쉽게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불만족스런 인간이 되는 것이 만족한 돼지보다 낫
다고 강조한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만족하는 바보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것이다. 틸리히(T illich , 1964 :149 )는 쾌락(plea su re )'은 고
통의 반대 를 말하고 희락(joy ) 은 자아실현에 수반되는 만족감 이며 행복 은 희락이 지속
적이고 통합된 상태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슈(Philippe v an den Bosch , 1997 :21 재인용)는
행복이란 인간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제비가 봄
을 불러오지 않듯이 기쁨이 반드시 행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표현
하기 위해 행복 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명사로서 행복 이란 매우 다른 성격
을 지니며 특히 순간적인 기쁨 이상의 것이다. 즉, 행복이란 지속적인 만족 , 계속되는 안정
된 상태 를 뜻한다 고 하였다.
웹스터(W eb st er ) 대사전에는 행복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를 따져서 단순한 만족으
로부터 더 깊고 농도 짙은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정서상태와 오랫동안 이어짐으로
써 나타나는 평온한 상태 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괴테는 행복이란 타인을 행복하게 하여
주려는 노력의 부산물 이라고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행
복 이라 하였고 슈바이쳐도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행복 이라고 하였다. 마찬가
지로 프롬도 진정한 행복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데서 이루
어진다 고 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행복이란 섬김과 봉사 그리고 자기희생 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셔릭먼(S eligm an )은 행복을 3가지의 범주 즉 즐거운 삶
(th e plea s ant life ), 유덕한 삶(th e g ood life ) 및 의미 있는 삶(th e m eanin g ful life )"으로 정
의하고 있다(Rich ard Corlis s . 2003 :46 )
우리나라의 소흥렬(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4 :94 )과 양해림(2002:20)은 행복이란 타인에 의
하여 객관적으로 선정되는 삶의 상황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상태 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관의 의식 상태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한다. 이시형은 행복이란 좋은 느낌 이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행복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하

였다. 또한 고범서(1994 :66 )는 행복이란 삶의 지평선으로서의 가치나 이념을 창조적으로 실
현하는 자아실현의 생산적 삶의 활동에 대하여 증여되는 선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김태
길(1986 :10)은 삶 전체에 대해서 한 인격이 느끼는 깊은 만족을 행복 이라 정의하고 있다.
끝으로 신정치(1993 :22)는 행복 이란 말에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으
므로 소극적 의미로서의 행복 은 「슬픔, 괴로움, 육체적 고통과 같은 불행이 중단되거나 정
지된 상태 즉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적극적 의미로서의 행복 은 「영혼을 활동시키
는 자극으로서 우리가 보통 환희, 쾌락, 즐거움, 만족, 기쁨 등으로 부르는 즐거운 상태」를
뜻한다고 한다. 결국 그는 행운 은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물질적·외형적으로
축복과 혜택을 받는 것이고 행복 은 외형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심리적·정신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상태 라고 규정한다. 이제까지 언급한 행복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활동 이나 과정 으로 본 반면 대부분은 행복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이나 심리
상태 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예비초등교사인 교대생들의 행복관」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 3월부터 2002년 9
월까지 총 6학기에 걸쳐 B교대 4학년생 중에서 매학기 5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의미를 조사하였던 바를 소개하면, 이들은 행복이란 ①자기만족 ②마음의 평화 ③생활속의
기쁨 ④봄 햇살과 같은 따스한 느낌 ⑤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을 때 느끼는 감정 ⑥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⑦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⑧밥을 먹을 때의 그 기분 ⑨웃을 수 있는 기
분 ⑩즐겁고 편안한 상태 등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어서 행복의 종류를 살펴봄으로써 행복의 의미 를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행복의 종류에는 ①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②개인적 행복과 일반적
행복(J ohn Dew ey , 1932:246- 247 ) ③일시적 행복과 지속적 행복 ④소극적 행복과 적극적 행
복 ⑤능동적 행복과 수동적 행복 ⑥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 ⑦심리적 행복과 객관적 행
복 ⑧쾌락으로서의 행복과 상태로서의 행복 ⑨과정으로서의 행복과 결과로서의 행복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⑤·⑥·⑦·⑧·⑨의 행복의 의미를 각각 기술해 보려고 한다.
첫째, 능동적 행복과 수동적 행복 : 희열이 주성분을 이루는 행복이 능동적 행복이고 안락
이 주성분을 이루는 행복이 수동적 행복이라 한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4:13 ). 예컨대 하
늘을 날아 잡아온 먹이를 새끼제비에게 먹여주는 어미제비의 행복은 능동적 행복이고, 어미
제비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끼제비의 행복은 수동적 행복이다.
둘째, 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 : 일본의 이케타 다이사쿠(池田大作)는 곧 사라지는 일
시적 행복을 상대적 행복 이라 하였고 인생전체의 충실에서 오는 행복 을 절대적 행복이라
하였다. 그는 확고한 주체성을 확립하여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숙명에도 속박 당하지 않으
며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여 인생을 강하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 절
대적 행복이라 하였다.
셋째, 심리적 행복과 객관적 행복 : 심리적 행복은 단순히 심리상태로 느껴지는 주관적 행
복(feelin g h appy )이고 객관적 행복은 객관적 기준을 지닌 행복(b ein g fortu n e )을 말한다. 한
편 심리적 행복의 왜곡된 형태를 맥폴(M cF all)은 돼지 행복(pig h appin es s )이라 부른 다음,
거기에는 ①행복한 천치 ②무능한 병마개 수집가 ③속은(착각하고 있는)바보 ④성공적인 비
도덕인 ⑤불가능한 이상의 소유자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김정래, 1997 :5 재인
용).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사행복」을 느끼는 자(그들은 물론 스스로가 진짜 행복하
다고 착각하고 있지만)들에게는 인지적 판단능력이나 도덕적 덕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다. 도덕적 객관론자들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사실의 인식이나 도덕적 판단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쾌락으로서의 행복과 상태로서의 행복 : 전술한 심리적 행복이 곧 쾌락으로서의 행
복인데, 인간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과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큰 관심을 갖는
쾌락으로서의 행복관은 행복이란 곧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상태로서
의 행복관은 행복이란 마음의 행복한 상태(b ein g h appy )라고 말한다. 여기서 행복한 상태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구들이나 희망들이 실현되어 만족한 상태에 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행복한 상태는 마음의 만족한 상태인데 이러한 의미의 행복은 특정한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들이 가져오는 상태를 뜻한다. 상태로서의 행복은 쾌락으로서의 행복과는
달리 일정기간동안 지속된다. 또한 상태로서의 행복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판단에 크게 의
존한다(신득렬, 2000:193 - 195 ).
욕망의 만족을 통해 생겨나는 쾌락을 인간의 진정한 행복으로 삼았던 에피쿠로스
(Epiku ros , BC 314 - 270)의 쾌락주의 행복관은 종종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오고있
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덧붙여 보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학문이나 도덕도 그 자체로의 가
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쾌락의 종류를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과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수동적 쾌락으로 나눈 다음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을 진정한 행복으로 보았다. 예컨대 과음이나 과식 또는 지나친 성적 쾌락은 일시
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쳐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반면에 격조 높은 우정이나 친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맺은 관
계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참된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양해림, 2002:68 - 74 재인
용)는 것이다.
다섯째, 과정으로서의 행복과 결과로서의 행복 : 어떤 활동 예컨대 교육이나 낚시를 하는
동안에 맛보는 행복을 과정으로서의 행복 이라 하며, 어떤 활동을 마친 후 그 활동의 성과
나 결과로 얻은 행복을 결과로서의 행복 이라 부른다. 또한 과정으로서의 행복을 살맛 이라
하며 결과로서의 행복을 보람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행복인 살맛
과 결과로서의 행복인 보람 의 유무에 따라 제1급의 행복, 제2급의 행복, 제3급의 행복 및
제4급의 행복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 표 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급의 행복은
살맛과 보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참된 행복인데 비해, 제2급의 행복은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은 신바람이 나지만 그 결과는 별 볼일 없는 행복이고, 제3급의 행복은
그 일을 행하는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결과가 흐뭇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행복이며,
제4급의 행복은 살맛과 보람의 부재상태로 곧 불행의 삶 을 말한다.
< 표 1> 행복의 등급 분류
구

분

살맛

보람

비

고

제1급의 행복

○

○

재미나고 질 높은 책의 독서에서 오는 만족감

제2급의 행복

○

×

장기나 바둑과 같은 놀이에서 오는 재미

제3급의 행복

×

○

악전고투의 노력 끝에 오는 성취감

제4급의 행복

×

×

이를 악물고 노력한 결과의 실패에서 오는 실망감

끝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리스에 따르면 행복은 기분 좋은(feel g ood ) ' 행복과 가
치 에 기초를 둔(v alu e - b a sed ) ' 행복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분 좋은 행복이란 감각에 기
초한 쾌락으로 농담을 주고받거나 섹스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

는 것이 그 특성이다. 한편 가치에 기초를 둔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을 살거나 좀 더 큰 목적
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동아일보 2002. 3. 8. 15면 참조).

B . 행복의 특성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갈망하지만 도대체 참된 행복이
무엇이며 그 같은 참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쉽게 답이 주어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녕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
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바른 대답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전술한 행복
의 의미와 더불어 행복의 조건과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행복
의 파랑새를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벌판의 저 아득한 끝까지 찾아갔다가 결국 행복
의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하고 울면서 되돌아오는 불쌍한 신세가 될 것이다. 결코 산 넘고
바다건너 저멀리 행복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과 그 특성을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먼저 행복의 조건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인간이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기실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고 하
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시도한 밀(M ill)은 행복의 4대 조건으로 ①자유 ②참여
③노동 ④소유를 제시한 반면 이기심 을 행복의 적으로 간주하였다(서병훈, 1995:147- 191 재
인용).
그리스의 펠리클레스는 자유 와 용기 를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러셀(Ru s sell, 1975 :111- 184 )은 행복의 원천(cau se )으로 ①열정(zest ) ②애정 ③가족 ④일
⑤비개인적 흥미 ⑥노력 ⑦단념(re sig n ation ) 등을 강조한 반면, 불행의 원천으로 ①경쟁심
②권태감(b or edom ) ③피로 ④질투 ⑤죄의식 ⑥여론에 대한 공포심 ⑦비관주의 등을 제시하
고 있다.
최근에 영국의 직업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Roth w ell)과 인생상담사 피트 코언(Coh en )은
행복을 측정하는 공식 〔행복=P +(5×E )+(3×H )〕을 제시하였는데 이 공식에서 P는 개인적
특성(P er s on al ch ar acter ) :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을, E는 생존조건(Ex ist en ce : 건강, 돈,
안전, 자유, 인간관계)을, H는 더 높은 수준의 욕구(H ig h er or der n eeds : 자존심, 직업만족
도, 야망, 자아실현)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18년간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의 상
황 속에서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개 상황을 고르게 하는 실험을 한 결과, 행복이 이
들 3가지 요소(P ·E·H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공식은 생존조건이
개인적인 특성에 비해 5배, 자존심, 야망 등 더 높은 욕구의 조건은 개인적인 특성에 비해 3
배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에는 건강과 돈, 대인관계가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들은 이 공식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적 상태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준 첫
번째 공식 이라고 자평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
간을 쏟을 것. 둘째,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노력할 것. 셋째,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고 새
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을 깰 것. 넷째, 현재의 순간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살
지 말 것. 다섯째, 운동하고 휴식할 것. 여섯째, 전력을 다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가질 것
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 송나라의 주신중(朱新仲)은 인생의 행복은 첫째 건강을 도모하는 생계(生計), 둘째,

남들과 갈등 없이 살도록 도모하는 신계(身計), 셋째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가계(家計),
넷째 늙어서 남의 눈치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노계(老計), 다섯째 어떻게 미련 없이
깨끗이 죽어갈 수 있는가의 사계(死計)등 도합 오계(五計)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완전한 행복이란 행복의 7개 구성요소를 골고루 성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 차한주
(1993 :54)는 행복의 7대 구성요소로 ①마음의 평안 ②건강과 활력 ③원만한 인간관계 ④안
전한 물질생활과 건전한 정신생활 ⑤보람된 목표와 이상 ⑥자아발견 ⑦자아실현 등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시에 행복의 7개 조건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행복의 조건 이란 말 대신에 행복의 동지 란 말을, 또한 불행의 조건이란 말 대신에 행
복의 적 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신정치(1993 : 133- 204, 73 - 131)는 행복의 조건 즉 행복의
동지로서 ①건강 ②돈 ③일과 직업 ④흥미와 취미생활 ⑤종교와 신앙 ⑥친구와 우정 ⑦사랑
⑧가족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불행의 조건 즉 행복의 적으로서 ①불안 ②명예욕과 허영심
③타인의 비방 ④역경 ⑤죽음과 질병 ⑥질투와 시기 ⑦분노와 증오 ⑧무료함과 권태감 등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불행의 원인을 제도적인 것(예를 들면 입시경쟁에서 오는 재수생의 불행, IM F 한파
로 인한 실직자의 불행)과 개인적인 것(게으름과 낭비로 인한 가난한 사람의 불행, 과음·과
식으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건강을 잃은 환자의 불행)으로 나눈 김태길(1986 :5 )은 행복의 필
수조건으로서 기본생활의 안정 과 건강 을 제시한 다음 행복의 객관적 조건을 다음의 3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자기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둘째,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지 집단을 위해서 떳떳한 구실을 하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셋째, 자기와 교섭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인간으로서의 만족 즉 행복
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①자아의 성장 내지는 자기실현 ②집단을 위한 떳떳한 구실 ③원
만한 인간관계가 곧 행복의 객관적 3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오복(五福) 즉 ①수(壽) ②부(富) ③강녕(康寧) ④유호덕(攸好德) ⑤고종
명(考終命)도 따지고 보면 행복의 5대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무드(T alm u d )에는

하

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달을 행복하려면 새차를 사고, 일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직 이 행복의 절대적 조
건임을 암시해 준다.
이제까지 살펴본 행복의 제조건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①건강 ②재산 ③정직 ④자유 ⑤일
⑥사랑 ⑦열정 ⑧이상 ⑨자아실현 ⑩원만한 인간관계 등을 행복의 객관적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어서 행복의 주요 특성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사실상 자신의 행복관에 따라 행복의 특
성이 다르기 마련이다. 전술한 내용과 본 연구자가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찾아낸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행복의 7대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행복은 주관적이다(개별성의 원리). 객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행복
(b ein g fortu n e )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을 될 수 없다.
둘째, 행복의 모양은 물의 모양과 같다(다양성의 원리). 마치 물이 일정한 모양은 없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듯이 행복도 일정한 모양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지만 개
인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행복은 직접적으로는 결코 구하거나 얻을 수 없다(간접성의 원리). 아무리 전지전능

한 사람이나 부자도 행복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넷째, 행복은 반드시 어떤 활동이나 일을 타고 오는 것이다(활동성의 원리). 왕자가 백마
를 타고 오듯이, 전기가 전선를 타고 오듯이, 전파가 공기를 타고 오듯이, 행복은 반드시 활
동이나 일을 타고 온다. 따라서 활동을 싫어하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
을 것이다.
다섯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는 절대적 행복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의 씨앗을 잉
태하지 않는 절대적 불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가변성의 원리). 즉 행복의 엑기스나 불행의 엑
기스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이별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은 만남이 존재하지 않듯이
파괴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은 창조가 존재하지 않듯이,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은 행복
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은 어떤 불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섯째, 어느 누구에게나 한평생 내내 행복의 씨앗과 불행의 씨앗이 시도 때도 없이 떨어
지고 있다(평등성의 원리).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권력을 쥔자나 빼앗긴 자나, 직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도 끊임없이 행복의 씨앗과 불행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어릴 때나 학창시절이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행복의 씨앗과 불행
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①언제나 행복한 사람 ②언제나 불행한 사람 ③
보통 사람(행복의 씨앗이 떨어질 땐 행복하고 불행의 씨앗이 떨어질 땐 불행한 사람)의 3가
지 부류가 존재하고 있다(전환성의 원리). 언제나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접목사이고 언제나
불생한 사람은 불행의 접목사이다(최관경, 1999 :19 - 22 참조)

Ⅲ . 행복교육의 원리와 방법

A . 행복 교육의 중요성과 그 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원적으로 볼 때 철학 (philosophy )이란 그리스어로 지혜를 사랑
함 을 뜻한다. 소피아 (sophia ) 즉 지혜 의 원래 의미는 행복을 찾는 방법 이고 방법을 뜻하
는

메토도스 (m eth odos )는

길 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서

지혜 는

행복의 기술 이다

(Philipp e v an den B os ch , 1997 :15 ). 그러므로 철학자는 곧 행복의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 '이
라 할 수 있다. 철학의 의미를 이렇게 수용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에 따르면

참다운 지식은

행복을 찾는데 쓰여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같은 논리를 교육철학에다 적용해 보면, 교육과 철학의 합성어인 교육철학 은 교육의 지혜
를 사랑함 을 뜻하므로 교육철학자는 곧 교육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라 할 수 있다. 바
꾸어 말하면 교육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철학자 인 것이다. 그런데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는 모두 교육철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철학자는 교육을 통한 행복의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 교육자는 곧 교육철학자를 의미하므로 모든 교육자는 교육을 통한 행

복의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 이라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석
하면 우리 교육자는 모두 교육을 통해 행복을 창출하는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결국
명실상부한 행복의 메이커(m ak er )'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장을 직시해 보면 행복한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학교를 연상
케 할 만큼 너무나 기막힌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가령 내일은 개교기념일이므로 하루 쉬는
날 이라고 선생님이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난다 고 마구 박수를 치는 실정이다.
또한 가르치는 보람이 없어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 는 교사가 다른 곳도 아닌 서울 지역에
서 무려 80%나 된다(김호권 외, 2002:313 )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교원 복지 정책의 부재, 학부모들의 집단적 압력 및 해체주의
와 같은 세기말의 현상 등이 그 주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교육이 그
동안에 행복지향적 교육목적관 대신에 오직 성공지향적 교육목적관 을 신봉해 옴으로써 대
부분의 우리 학생들을 시험의 노예·학점의 노예·입시의 노예로 전락시킨 것이 가장 큰 요
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많은 우수한 선생님들이 사랑과 열정으로 명실상부한 제
자 교육에 전력하기 보다 오히려 자신의 승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전력을 쏟은 것도 그
요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실상 사람은 무엇을 남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뜻 있는 일을 할 때가 행복한 것이다. 사
람이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능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하나의
사회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의 분위기나 내 아이는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부모들
의 무모한 경쟁심 때문에 청소년들은 꿈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들에겐 좋은 대학에 입학하
려는 꿈이 고작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는 절대명제 아래 청소년들은 경쟁으로 내
몰리고, 학부모들의 열성 때문에 자기 모습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청소년들의 불행이고 나아
가서 나라의 불행이다(도재원, 2001:75 ).
그동안 절대적 빈곤 시대에 우리 교육을 지배해온 성공지향적 교육목적관은 우리 교육의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해온 것이 틀림
없다. 시험에서 백점 보다 빵점을 더 좋아하는 학생이 없듯이 어느 누구도 성공보다 실패를
바라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공은 결국 부의 획득과 축적 ,
사회적 출세 및 더 많은 권력획득 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수
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위 약육강식의 정글(ju n g le )법칙이 판을 치는 불행한 사회를 낳게
되는 것이다. < 표 2>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공지향적 교육목적관은 ①성공해야 산다
(성공의 원리) ②이겨야 산다(필승의 원리) ③가져야 산다(힘의 원리)는 가치관을 낳는 반면
극단적으로 속여야 산다(잔꾀의 원리)와 죽여야 산다(상극의 원리)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가치관을 낳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할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공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더욱이
성공에는 필연적으로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성공(su cce s s of b it ch g oddes s )가 있기 때문이
다. 또한 <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은 재산 순이 아닌 것이다.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항상 가난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
입할 자유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큰돈을 얻자마자 돈이 종종 그 소유자를 고문하는 가시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Oris on S w ett M ar den , 2002:66- 68 ).
그러므로 약육강식의 살벌한 사회현상과 우리교육의 기막힌 붕괴현상을 하루속히 극복하
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지향적 교육목적관을 수용하여 그 정착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 표 2> 성공지향적 교육목적관과 행복지향적 교육목적관의 비교
성공지향적 교육목적관

행복지향적 교육목적관

비 고

이겨야 산다(필승의 원리)

일 해야 산다(활동의 원리)

가져야 산다(힘의 원리)

알아야 산다(학습의 원리)

속여야 산다(잔꾀의 원리)

정직해야 산다(정직의 원리)

성공해야 산다(성공의 원리)

믿어야 산다(신뢰의 원리)

죽여야 산다(상극의 원리)

더불어 산다(상생의 원리)

< 표 3> 각 국의 행복지수 순위(최장일, 2001:39재인용)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
2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젠

3

나이지리아

22
23
...

아르메니아
한국
...

4

필리핀

5

인도

37
...

프랑스
...

6
7
8

가나
그루지아
중국

41
42
43

스위스
독일
일본

9

폴란드

10

터기

44
...

미국
...

...

...

54

몰디브

행복지향적 교육목적관은 <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다섯가지의 행복의 원리를 낳
기 마련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을 해야 하고(활동의 원리) 둘째,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며(학습의 원리) 셋째,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정직의 원리) 넷째, 서로
서로 믿어야 하며(신뢰의 원리) 다섯째, 항상 공동체 의식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상생의
원리). 여기서 우리는 ①활동의 원리 ②학습의 원리 ③정직의 원리 ④신뢰의 원리 ⑤상생의
원리에 바탕을 둔 행복지향적 교육목적관이 우리의 교육을 개선하고 살리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다.
성공지향적 교육목적관 대신에 이런 행복지향적 교육목적관을 신봉하는 선생님은 머지않
아 본인스스로 틀림없이 행복한 스승이 됨과 동시에 행복한 제자를 기르게 됨으로써 연쇄적
으로 행복한 학교와, 행복한 사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중에서 교직만큼 행복의 조건을 잘 갖춘 직
업도 별로 없다. 무엇보다도 교직은 첫째, 맹자가 말한 인생삼락 중의 하나를 맛볼 수 있는
살맛 나는 직업이고 둘째,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양심의 직업이며, 셋
째, 제자를 기름으로써 그 이름을 계속 남길 수 있는 불사조(ph oen ix )의 직업이고 넷째, 한
평생 내내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기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평생성장의 직업이며 다섯
째, 조금도 때묻지 않은 순수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항상 순수하고 젊은 생각을 하

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만년 청춘의 직업이다. 또한 여섯째,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
럼 사랑과 지식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직업이고 일곱째, 자유와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자유인의 직업이며 여덟째, 제자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진리탐구와 인격연마를 통해 만
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직업이고 아홉 번째, 제자의 성장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청출어람을 즐길 수 있는 직업이고 열 번째, 정년퇴임이 가장 늦을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자아실현을 계속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직업이다.
이런 행복한 직업을 갖게 된 행운을 가진 우리 교육자는 더욱 자신감과 자긍감을 갖고 살
맛과 보람이 충만한 삶을 창조해야 하겠다.
행복한 교육자가 행복한 교실, 행복한 수업, 행복한 학교, 행복한 제자를 낳고, 불행한 교
육자는 불행한 교실, 불행한 수업, 불행한 학교, 불행한 제자를 낳기 마련이다. 우선 교육자
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나아가 온 국민과 온 겨레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행
복의 메이커인 우리 교육자는 스스로 언제나 행복한 사람(h appy cam p er )이 됨으로써 결코
불행한 제자와 불행한 학교를 낳는 나쁜 교육자가 아니라 언제나 행복한 제자와 행복한 학
교를 낳는 행복한 교육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B . 행복교육의 실제
행복한 학교는 모든 학생이 안정된 느낌으로 생활하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학교이다.
학생들은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여 학교는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행복한 공간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하고 다름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도재원, 2001:76 ; 최관경, 2002a :67 ).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교육의 근본을 뒤흔드는 말이
없다. 이 말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방해하고, 사람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를 뿐 이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온 천하
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의 소유자이다. 재능이 특출한 사람이건 자기 몸을 스스
로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이건 똑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존재한다. 나는 있어야 되고
너는 없어도 된다 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존재해야 할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사
람은 처지나 형편, 재능, 환경, 생김새, 출신, 피부색,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함께 살아야
할 귀한 존재들이다. 교사가 학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신뢰관계를 이룩하는 디딤
돌이다. 그리고,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차이는 다만 차이일 뿐, 우열도 아니고 서열로 매겨
질 성질도 아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학교,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학
교가 행복한 학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작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학생들은 자기의 동급생끼리는 물론이고 상·하급생이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
도의 학생 수이면 더욱 좋다. 사람 사이의 교감은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행복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려면 먼저 교사 자신이 행복
의 제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복한 스
승이 행복한 제자를 낳기 때문이다. 잠시 이상적인 행복인 상 을 그려보면 「인생의 창조적
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자신이 하고싶은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자신의 전공지식과 기능을 소위 탁월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열심히 신나게 함으

로써 날마다 살맛과 보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정말 우리 교육
자가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된다면 해야 해야 어서 저라 는 지루하고 자살적인 하루가 아닌
해야 해야지지 말아라 는 신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사노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사 자기가 하고 싶지 않
은 일이라도 어차피 꼭 해야될 일이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겐
행복이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다. 더욱이 행복하려면 일상의 되풀이되는 일에서 행복을 누려
야한다. 일찍이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인생의 행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의 큰 보따리가
한꺼번에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는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명실공히 행복한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이상적인 행복한 스승이 갖추어야 할 5대 조
건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 자아존중감을 가진 스승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을 역설한 석가의 가르침이나, 한사람의 생명의 무
게는 우주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는 성경말씀이나, 너 자신을 알라 는 소크라테스의
교훈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과 내가 해야될 모
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의 인식과 나의 학습도 나로부터 출발한다. 고 말했던 페스탈
로찌의 가르침도 한결같이 자아의 가치 를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물질적·기술적으로 거인이 되어 가는 반면 정신적·도덕
적으로는 난쟁이가 되어감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존적 허무감과 좌절감,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앞으로
학교교육의 성패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개인과 한 민족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운명도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하는 교육방법이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자신을 한결같이 존
중하는 마음씨를 심어주는 인간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최관경,
1998 :13 - 14). 자아존중감이란 ①소속감 ②능력감 ③가치감 등에서 생겨난 총체적 자기만족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인간교육이 곧 행복한 인간을 기르는 첩경임
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는 러셀 뿐 아니라 밀(M ill)도
사람이 자기존재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행복해 진다 (서병훈, 1995:83 재인용)고 강조하였
다.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은 연쇄적으로 첫째 자기신뢰→자아발견→자아계발→자아실현→자
아초월, 둘째 타인이해→타인신뢰→타인배려→타인존중, 셋째 상호관심→상호이해→상호신뢰
→상호존중, 넷째 민주적 인간→행복한 인간→공존공생의 삶→지구촌의 세계평화를 창출한
다는 점이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우선 남을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불신하거나 차별하거나 원망하
지 않는다. 자기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①현재의 자기자신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안다 ②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③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다 ④개방적이고 활동적이다 ⑤정직
하고 순수하다 ⑥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⑦절제와 인내할 줄 안다 ⑧소신과 지
조가 있다 ⑨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⑩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또한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최장일, 2001:125 )은 첫째,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거
나 비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영혼의 살
인행위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다. 타인의 모든 모습
과 행동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셋째, 남과 언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쟁과
논쟁은 상처를 낳기 때문이다. 넷째,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내 눈에 보이는 남

의 단점은 알고 보면 나의 단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항상 모든 일에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는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 심은 대로 거두리라 는 말을 항상 잊
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교육자가 모든 교과와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한평생 내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에 묵묵히 매진함으로써 명실공히 제자의 행
복, 사회와 국가발전,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창조적인 소망을 가진 스승
행복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다. 인간은 자기 행복의 창조자이다. 행복은
높은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향기다(Orison S w ett M ar den , 2002:22).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행복한 것처럼 창조적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루 하루가 행복
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곧 창조적인 목표와 이상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얻는 즐
거움이나 그것을 달성하는데서 오는 결과의 기쁨(차한주, 1993:59 )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희망, 원망, 꿈, 이상, 목표, 비전, 기도 등과 같은 말로 함께 쓰이는 소망 이
라는 말은, 마치 언제 들어도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의 이름처럼 우
리를 늘 신나게 하고 마냥 들뜨게 해 준다. 사랑을 하면 살맛이 나듯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는 삶은 아름다운 미래와 단단히 연결된 현재, 즉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현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마음의 평화 속에, 더욱 의미 있고 살맛 나는 생활이
이루어진다(최관경, 2001:70- 72). 반면에 소망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을 가져온다. 희망이
없는 무의미한 삶은 친자녀가 없는 노부부처럼 연쇄적으로 허무주의를 낳고, 절망을 낳고,
심지어 자포자기의 자살을 낳게 된다(박아청, 1998 :451).
소망이 있는 자는 비가 오면 피라미들이 새 물줄기를 타고 신나게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
듯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들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
는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토막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 그저 떠밀려 내려가다가 하
루살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삶을 몰아내고 의

미있는 삶을 가져오며 허무와 절망의 자리에 희열과 살맛을 채워주는 삶의 젖줄이요 원동력
인 것이다. 더욱이 소망은 끊임없는 노력을 낳게 한다. 소망은 꼭 참아야 될 때는 참게하고,
참지 말아야 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게 하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한다. 소망이 있는 자는 한
눈을 팔 줄 모르며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 소망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시간관리를 가능하
게 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실현해 가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소망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소망에는 창조적 소망과 파괴적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 소망이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에서도 창조가 있고 보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망을 추구하는 각자는 말할 것도 없
고 결국 남에게도 지속적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소망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파괴적
인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자기자신이나 남에게 불행과 파멸을 가져
오는 무서운 소망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적 소망은 행복의 씨앗이 되는 소망이고,
파괴적 소망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제자들이 가슴속에
창조적인 원대한 소망의 씨앗들을 심어주는 스승다운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창
조적인 대망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큰 꿈을 가지 스승이 결국 꿈이 큰 제자를 낳을 뿐
아니라 꿈은 나이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령 10대의 대통령 꿈은 70대나 80대가 되면 저

절로 통장이나 반장의 꿈으로 작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
럼, 우리가 어차피 교직 을 선택했다면 석가, 공자 및 간디와 같은 동양의 스승이나 소크라
테스, 예수 및 페스탈로찌와 같은 서양의 스승을 막론하고 후세에 영원한 빛을 남긴 스승들
을 동일시인물(identify in g figu re )로 삼아 끊임없는 진리탐구와 인격연마를 통해 한 평생 내
내 성장하는 행복한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스승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그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역사와 경험을 통
해 볼 때, 계속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을 건강하고 만족하
고 번영하게 만드는 것은 일에서 얻은 성취감이다(Orison S w ett M ar den , 2002:111).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은 직접적으로는 결코 구할 수 없고 오직 일(활동) 을 통하여 찾아
온다. 일 은 수단과 목적을 전제로 한 유목적적인 활동으로서 일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아실
현에 있다(김승호, 1996 :65 - 66). 놀이가 아동의 자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일은 그 자체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일의 궁극적 목적은 일이 가져다
주는 외적 결과나 유용성에 있지 않고 일의 외적 실현을 통한 내면의 형성에 있다. 일은 자
기의 성장 또는 영혼의 확장과 자유의 신장에 기여한다. 일은 사람이 늙는 것을 막는데도
도움을 준다(H elen N earlin g , 1992:205 ). 일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 목적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일과 관련하여 지성과 재능을 계발하는 데 있다. 일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인간은 일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된다. 일에 열중한 사람에게는 일이 일종의
취미요 오락이다(김정빈, 1998 :245 ).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칼 라일(T h om a s Carly le )은 자신
의 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고 하였다. 여기서 자신의 일이란 단순한 직업을 의미 한다기
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욕망, 일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은 일을 뜻한다.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것의 하나는 자기손에서 어떤 일이 착착 진척되고 날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는 성취감이다(쇼펜하우어, 1976:328 재인용). 일을 해서 흘리는 땀이야말
로 항상 새롭게 솟아나는 부단의 힘과 정신의 쾌활성을 갖게 하는 비밀이고 그런 것들이 모
아짐으로써 진실된 행복감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일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한
다.
제임스 베리도 행복의 비결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데 있다 고 하였다. 특히 논어의 옹야(雍也)편에도 이미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고 하였다. 직장에서 돌아올 때면 일이 가져다 주는 보람을 느끼고, 또한 이 세
상이 그 일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이런 만족만 있다면 인생은 천국, 혹은 거
의 천국에 가까운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직장을 경멸하고, 직장일을 따분하게
여기고, 세상이 그 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일 것이다(Lou
M arin off, 1999 :209 ).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학교는 학생들의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춘 모든 교사가 스
스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즐기면서 제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학습, 재미나는 학습
및 신나는 학교생활의 모델퍼슨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복한 생각을 하는 스승
따라서 로마의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인생은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설파하였
다. 석가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생각한 것의 결과라고 하였으며 힌두교의 경전
에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이 된다 는 말이 있다. 결국 우리의 됨

됨이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생각이 행복한 생활을 낳

고, 결국 행복한 인생을 창출한다,. 감사의 생각이 감사의 삶을 낳고, 원망의 생각이 원망의
삶을 낳는다. 긍정적·적극적·희망적·낙관적·창조적인 생각이 행복한 인생을 낳고, 부정
적·소극적·절망적·비관적·파괴적인 생각이 불행의 인생을 낳게 된다.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역경에 놓이더라도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야한
다.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
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갈파했던 제임스(W illiam J am es )가 생각을 바
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
꾸면 운명이 바뀐다 고 역설한 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를 바꾸면 운명도 팔자
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예컨대 자살 의 행각을 바꾸면 살자 가 되듯이, 생각하나가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울보 노파
가 한 스님의 충고로 단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날부터 당장 웃음보 할머니로 변
신했다는 이야기도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새삼 입증해 준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
는 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신정치, 1995 :275 ). 울
생각만 하면 울 일만 생기고, 웃을 생각을 하면 웃을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극단적으로 자
포자기의 죽을 생각을 하면 죽을 일만 생기고 반드시 살겠다는 의지에 불을 붙이면 살길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 생각이 긍정적 인생을 낳고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인생을
낳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미래가 창창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항상 긍
정적·적극적·희망적·낙관적·창조적인 사고, 즉 언제 어디에서나 행복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복의 교육자가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좋은 습관을 가진 스승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설한 바와 같이 교육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활동이다. 대부분의 불행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나쁜 행동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결국 불행의 습관에 빠져들었다는 사
실을 잊고 있다. 특히 학창시절에 불평하는 습관, 비관하는 습관, 친구의 결점을 찾아내거나
사소한 일에 투덜거리는 습관, 어두운 면을 찾으려는 습관 등은 학교 졸업 후 사회 생활을
할 때도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Oris on S . M ar den

:

2002:20- 21). 무엇보다도 교육자는 모델 퍼슨(m odel per son )으로서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
문에 먼저 선생님 자신이 나쁜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좋은 습관을 체질화할 때 그 파급효과
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복한 제자를 기르는 교육자는 적어도 학습
의 좋은 습관·건강의 좋은 습관·대인관계의 좋은 습관을 철저히 겸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제자가 학창시절뿐 아니라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계속하여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좋은 습관의 구체적 실례를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의 좋은 습관 : ①배우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습관 ②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습
관 ③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잠을 자듯이 매일 공부하는 것이 체질화된 습관 ④항상 지적
호기심에 불타고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불치하문(不恥下問)의 습관 ⑤시간 관리를 잘하고 특
히 틈새시간(nich e tim e )을 잘 활용하는 습관 ⑥스스로 공부하여 극기력(s elf - con trol)을 가
지고 인내하는 습관 ⑦틈이 있으면 책을 읽고 돈이 있으면 책을 사고 펜이 있으면 메모하는
습관
2. 건강의 좋은 습관 : ①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②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냉수를

마시고 운동을 하는 습관 ③규칙적인 식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반찬투
정을 하지 않는 습관 ④될 수 있는 대로 소식(小食)을 하는 습관 ⑤음식을 오래 오래 씹어
먹는 습관 ⑥쾌식(快食)·쾌변(快便)·쾌면(快眠)의 습관 ⑦틈만 있으면 머리를 자주 빗고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습관
3. 대인관계의 좋은 습관 : ①누구를 만나든 먼저 반가운 인사를 하는 습관 ②역지사지(易
地思之)하는 습관 ③남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해 주고 오래 오래 기억하는 습관 ④겸손하
고 약속을 꼭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습관 ⑤무엇이든지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습관 ⑥
정직하고 순수하며 소박한 생활을 즐기는 습관 ⑦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습관(己所不欲 勿施於人)
이제까지 열거한 좋은 습관 이외에도 선생님 나름대로 좋은 습관들을 아낌없이 제자들에
게 체질화시켜 주는 창조적인 행복의 접목사가 되어야 하겠다.

Ⅳ . 맺음말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공동체 속
에서 살아갈 국민들을 위해 행복한 삶과 행복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지적 호기심과 행복의 욕구를 천부적으로 갖

고 태어나는 존재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평생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천부적으
로 갖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교육필연적 존재이고 행복지향적 존재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
엇을 위한 교육이냐? 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누구나 다 결국 행복을 위한 교육 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행복의 욕구 가 인간이 갖는 최상의 욕구임
을 알 수 있다. 물론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
이지만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갈망한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
할 뿐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막연하게 행복을 바라고 헛되게 행복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행복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오로지 성공지향적 교육목적관을 신봉해 온 우리의 학교 교육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로 행복한 스승이 행복한 제자를 낳는다 는 주제를 선택하
였다. 왜냐하면 마치 고질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선 중환자가 건강을 되찾으려면 진통제
나 대증요법과 같은 소극적인 치료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수술과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같
은 적극적인 치료가 있어야 한다. 공교육 붕괴 현상에 직면한 우리의 학교교육은 땜질식 대
증요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정면
돌파식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스승이 행복한 학교와 행복한 제자를 낳고, 불행한 스승
이 불행한 학교와 불행한 제자를 낳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자가 행복해야 학습
자가 행복하고 이들이 자라 결국 온 국민과 온 겨레가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자는 스스로 언제나 행복한 사람(h appy cam p er )이 됨과 동시에 언제나 행복의 메이커

가 됨으로써 언제나 행복한 제자와 행복한 학교를 낳는데 전력을 쏟아야 하겠다.
이상의 문제의식아래 행복을 창조하는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지향적인 교육목적관에서 행복지향적인 교육목적관으로 전환해야 하겠다. 전자
가 갖는 ①필승의 원리(이겨야 산다) ②힘의 원리(가져야 산다) ③잔꾀의 원리(죽어야 산다)
④상극의 원리(죽어야 산다) ⑤성공의 원리(성공해야 산다) 등의 교육원리에서 벗어나, 후자
가 갖는 ①학습의 원리(알아야 산다) ②신뢰의 원리(믿어야 산다) ③정직의 원리(정직해야
산다) ④상생의 원리(더불어 산다) ⑤활동의 원리(일해야 산다) 등의 교육원리가 우리의 교
육을 주도해야 한다.
둘째, 수단적 교육목적관에서 통합적 교육목적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인간을 점수의 노예
로 만들뿐 아니라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해야 해야 어서 져라 는 삶을 낳게 하는 수단적
교육목적관에서 벗어나, 과정과 결과의 통합·현재와 미래의 통합·목적과 수단의 통합·부
분과 전체의 통합을 지향하기 때문에 살맛과 보람을 낳게 하는 통합적 교육목적관으로 나가
야하겠다.
셋째,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행복해야 한다. 선생님이 인간적인 대
우를 받고 기가 살아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은 행
복의 메이커(m ak er )가 될 수 있는 반면 불행의 메이커도 될 수 있다. 교육자가 스스로 행복
한 선생님이 되어 행복한 생활의 모델이 될 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행복한 교실·행복한 학교가 만들어 질 것이다.
넷째, 행복의 특성에서 도출한 7대 원리(개별성의 원리·다양성의 원리·간접성의 원리·
활동성의 원리·가변성의 원리·평등성의 원리·전환성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을 위한 행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제까지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 익사할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지식의 폭발 시대에
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교육의 원리와 방법 을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하였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교육환경
이 나쁘고 교직생활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희망을 버리는 것
은 죄악 이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행복의 메이커가 됨으로써 기필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어 가야하겠다.
끝으로 행복교육연구학회(가칭)가 발족되어서 학자간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러한 가운데 모든 학교가 명실공히 학생들의 천국이 됨과 동시에 아울러 한국의 행복 연구
가 국제적 수준으로 비약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강영우(2002).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서울 : 생명의 말씀사.
강태일(1994 ). 행복한 인간의 창조. 서울 : 문영출판사.
고범서(1994 ). 행복의 윤리학. 서울 : 도서출판 소원.
공병호(2001). 자기경영노트. 서울 : 21세기 북스.
구본형(2001).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 서울 : 휴미니스트.
광덕(1991). 행복의 법칙. 서울 : 불광출판사.
구미래(1998 ). 행복의 문을 여는 이야기. 서울 : 도서출판 한세.
김동호(2002).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서울 : 한언.
김봉희(1992). 행복을 위한 교육.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석연(1998 ).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결. 서울 : 도서출판 진흥.
김승호(1996 ). 스콜라주의 교육목적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용남(1997 ). 유교의 행복관.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언주 외(2002). 아이들이 행복할 때 교사도 행복하다. 서울 : 창지사.
김재만(1979 ).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서울 : 배영사.
김정래(1997 ).

잘 삶의 개념과 교육 . 교육학연구 35 (3). 1- 20.

김정빈(1997 ).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서울 : 도서출판 둥지.
(1998 ).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9가지 방법. 서울 : 도서출판 도솔.
김진학(1994 ). 가정의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 서울 : 학문사.
김태길(1986 ). 삶과 일. 서울 : 정음사.
(1994 ). 윤리학. 서울 : 박영사.
김현재(2000). 행복한 교실을 위한 신홍익인간의 실현모형 탐색 . 한국홀리스틱 교육실천학
회 홀리스틱교육실천연구 제4집 제3호.
김호권 외(2002).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서울 : 교육과학사.
도승희(2001).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 경상복도교육청 장학자료 2001- 21.
도재원(2001).

편안한 학교, 재미있는 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행복을 창조

하는 학교교육의 원리와 방법. 75 - 97.
문시영(1995 ).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에 있어서 행복의 문제.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갑천(1995 ). 인디안의 행복 만들기. 서울 : 청산.
박아청(1998 ). 자기의 탐색. 서울 : 교육과학사.
박준영·천정례(1995 ). A ristot eles의 덕의 개념과 교육 . 교육사상연구 제4집. 225- 242.
박준영(2001). 교육의 철학적 이해. 부산 : 경성대학교 출판부.
박홍규·프란시스코 페레(2002).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서울 : 우물이 있는 집.
서병훈(1995 ).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 서울 : 사회비평사.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편(1998 ). 교육학대백과사전 1. 서울 : 도서출판 하우.
송지영(1975 ). 장자. 서울 : 동서출판사.
신득렬(2000). 행복과 교육 .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제18집. 191- 208.
신연식(1994 ). 사랑으로 만드는 가정의 행복. 서울 : 학문사.
신정치(1993 ).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서울 : 선두과학사.
안병욱(1996 ). 행복의 미학. 서울 : 장학당.
안상원(1985 ). 교육사 신강. 서울 : 형설출판사.

양은순(1988 ).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서울 : 두란노 서원.
양해림(2002). 행복이라 부르는 것들의 의미- 행복의 철학적 성찰. 서울 : 철학과 현실사.
오천석(1986 ). 교육철학신강. 서울 : 교학연구사.
우덕현(2000). 무소유의 행복. 서울 : 오늘의 책.
원희석 편(1995 ). 행복은 쓰레기통에도 있다. 서울 : 책나무.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편(1998 ).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서울 :
도서출판 오름.
유상란(1998 ).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거룡(1998 ). 두려워하면 갇혀 버린다. 서울 : 명진출판.
이미애(2002). 행복한 세상. 서울 : 샘터사.
이민규(2001). 행복한 삶을 위한 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이상봉(1996 ).

A rist ot eles 윤리학에 있어서 행운과 행복의 문제 . 제9회 한국철학자연합학

술대회보. 부산대학교출판부.
이상헌(1997 ). 행복을 만드는 77가지 지혜. 서울 : 하늘출판사.
이훈구(1998 ). 행복의 심리학. 서울 : 법문사.
임한창(2000). 행복의 문을 여는 193가지 이야기. 서울 : 국민일보.
전시륜(2000). 어느 무명 철학자의 유쾌한 행복론. 서울 : 명상
정광인(1997 ).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행복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범모(1991). 교육난국의 해부. : 서울 나남출판사.
(1997 ).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 : 나남출판사.
조갑제 편(2002). 한국인의 행복 체험. 서울 : 조선일보사.
조백(2001). 조백 교수의 명강의. 서울 : 해냄출판사.
조태현 편(1985 ). 인생과 행복- 현대 대표 인생론 전집 제 4권- . 서울 : 교율출판공사.
차한주(1993 ). 성공의 조건·행복의 조건. 서울 : 을유문화사.
최관경(1987 ). 아리스토텔레스 .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교육사상가 평전3. 서울 : 교학
연구사.
(1998 ). 21세기 교육목적으로서의 자아실현과 자아초월 . 교육과학연구 제3호. 신라대
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99 ). 교육목적으로서의 행복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8집. 1- 26.
(2002a ).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인성교육프로그램 .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활연구 제21집. 51- 102.
(2002b ).

21세기 참스승의 길 .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 제17

집, 95 - 125 ).
(2003 ). 한국에 있어서의 교사 역량기르기 , 일본미에(三重)대학 교육학부 국제교류위
원회 초청으로 2003년 1월 27일에 있었던 특강 자료.
최명관(1971). < 잘산다> 는 것의 의미.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숭실대학교.
최신해(1988 ). 한국인의 행복. 서울 : 청아출판사.
(1996 ). 청개구리 새끼의 마음. 서울 : 정음문화사.
최영창(1976 ).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최장일(2001). 사랑하는 당신,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 서울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최정호(1990). 복의 구조- 한국인의 행복관 . 계간사상 여름호. 제2권 제2호. 163 - 210.

하명수(1998 ). Bertr an d Ru s sell의 교육사상- 행복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원(1984 ). 일의 보람 삶의 보람. 서울 : 고려원.
한국철학사상연구회(1994 ). 삶과 철학. 서울 : 동녘.
한동일(1979 ). 서양교육사. 서울 : 정익사.
황문수(2001). 러셀의 행복론. 서울 : 문예출판사.
다테이지 가즈마(1992). 삶과 꿈 편집부 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서울
: 도서출판 삶과 꿈.
A n dr ew s , F .M . & W ilth ey , S (1973 ). Dev elopin g m ea su r es of perceiv ed life qu ality :
Result s fr om sev er al n ation s surv ey . S ocial In dicat or s Re sear ch , 1, 1- 26.
A nk a , Darry l. 류시화(1999).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서울 : 나무 심는 사람.
A u g u stinu s . 최민순 역(1984 ). 고론.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A v eril, J . R & M or e T . A .(1993 ). H appin es s . In L . M . Lew in s & J . M . H av ilan d (E ds .).
H an db ook of Em otion s . N . Y . : T h e Guilford Pr es s .
B arr ow , Robin (1980). H appin es s . Ox ford .
B en ditt , T h eodor e (1974 ). "H appin es s ", Philosophical Stu dies , 25.
B os ch , Philipp e (1997 ). La P hilos ophie ET LE Bonh eur . 김동윤 역(1999 ). 행복에 관한 10가
지 철학적 성찰. 서울 : 자작나무.
Br eathn a ch , S ar ah Ban . 노은정 역(1997). 행복의 발견. 서울 : 황금가지.
Carlson , Rich ar d .(1995 ). Sh ort cut thr ou gh th erapy . 이창식 역(2002). 행복의 원칙. 서울 :
창해.
Ch apm an , Gary (1997 ). F iv e Sig n s of a Lov in g F am ily . 장동수(2002). 행복한 가정을 만드
는 5가지 사랑. 서울 : 오늘의 책.
Coch , Rich ar d (1998 ). 공병호 역(2000). 80/ 20 법칙. 서울 : 북리.
Collin g w ood , R , G (1992). T h e N ew Lev iath an . Dav id B ou ch er (ed.). Ox for d : Clar en den
Pr es s .
Corlis s , Rich ard (2003 ). H appin es s : Is th er e a form u la for joy ?. T im e (J anu ary 20. 2003 ).
44- 46.
Cov ey , Steph en R (1994 ). 김경섭 역.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서울 : 김영사.
Cu rtis . S . J . & B ou lt w ood , M . E . A (1975 ). A S hor t H is tory of E d uca tional I d eas . Lon don
: Un iv er sity T u rorial Pr es s .
Csik s zentm ih alg i, M .(1993 ). T h e ev olv in g self. N .Y . : H arper Collin s Pub .
D alai Lam a .(1998 ). T h e A rt of H appin es s . 류시화 역(2001).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서울 :
김영사.
. T h e T r an sform ed M in d . 공경희 역(2002).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서울
: 문이당
D ear den , R . F .(1972). "H appin es s an d E du cation ". R . S . P et er s . E d uca tion an d th e
d ev elop m en t of r eas on . Lon don : Routledg e & K eg an P au l. 95 - 112.
D ew ey , John (1932). J ohn Dew ey V ol. 7. Carb on dale an d E dw ar d sv ille : S outh ern Illin ois
Univ er sity P re s s .
(1925 - 1953). John Dew ey V ol. 10. Carb on dale an d E dw ard sv ille : S outh ern
Illin ois Un iv er sity Pr es s .

(1925 - 1953). John Dew ey V ol. 17. Carb on dale an d E dw ard sv ille : S outh ern
Illin ois Un iv er sity Pr es s .
Dy er , W ay n e W . 이일남(1999 ).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부모의 지혜.
E nt w istle. H .(1970). E du cation , W ork an d Leisu r e. Lon don : R ou tledg e & K eg an P aul.
E p st ein , A lan (1993 ). 허정희 역. 날마다 행복해지는 방법. 서울 : 도서출판 향실.
F r om m , E rich (1947 ). M an f or H im s elf . N . Y . : H olt , Rin eh art an d W in st er .
Gan dhi, M . K . 김남환 역(1989 ). 빛의 계단을 올라간 사람. 서울 : 백상.
Golem an , Dan iel (1995 ). Em otion al In t ellig en ce. Lon don : Bloom sh ury
Gu t ek , Ger ald Lee (2001). H ist orical an d Ph ilosoph ical F oun dation of E du cation . N ew
J er sey : Pr en tice - H all, In c..
H ay , Louise L .(1995 ). H eart T houg ht - A T reas ury of I nn er W is d om - . 한기찬 역(1996 ).
행복한 생각들. 서울 : 정신세계사.
H erriot , J am es (1999 ). A ll T h in g s Brigh t A n d Beau tiful. 김석희(2002). 조금씩 행복해지는
이야기. 서울 : 웅진닷컴.
H ill, N apoleon (1998 ). K ey s t o P ositiv e T h in kin g . 민승남 역(2001). 나의 꿈 나의 인생. 서울
: 국일미디어.
H ook , Sidn ey (1973 ). E d uca tion of M ord ern M an. N . Y . : H um an itie s Pr es s .
H u izin g a , J .(1938 ). H om o Lu den s . 김윤수 역(1981). 호모루덴스. 서울 : 까치.
J affa , H . V .(1952). T h om ism an d A rist ot elian ism . W e stport : Gr een w ood Pr es s .
Ju stice , Blair (1999 ). V isit s W IT H V IOLET . 공경희 역(2001). 바이올렛 할머니의 행복한 백
년. 서울 : 세종서적.
K atu hico, H ott a (1999 ). D on 't b e up set ab out n oth in g . 최미숙(2000). 사소한 것에 절대로
화내지 마라. 서울 : 스테티 북.
Kh av ali, K alil A .(1989 ). Cr eatin g A Su cce s sful F am ily . 김영경 역(2002). 행복한 가정 성공
한 가정. 서울 : 프로방스.
Kü st enm ach er , W ern er T iki & S eiw ert , Loth ar J .(2001). Sim plify y our Life. 윤혜자 역
(2002). 단순하게 살아라- 더 쉽고 더 행복하게 살라. 서울 : 김영사.
Lazaru u s , R . S .(1977 ). A cog nitir e an aly sis of biofeedb ack con tral. In G. E . S ch w art z &
J . Beatty (E d s .). Biofeedb ook : T h eory an d Res er ch . N . Y . : A cadem ic P re s s .
Locon a , T h om a s (1991). 박장호·추병환 역. 인격교육론. 서울 : 도서출판 백의.
Lu k es , S .(1985 ). M arx ism an d M or ality . 황경식·강대진 역(1994 ). 마르크스와 도덕, 서울 :
서광사.
M a g ee, T rish (1998). R aisin g a H appy Con fident Su cces sfu l Child : 김희진 역(2000). 자녀
의 성장을 즐겨라. 서울 : 북라인.
M arcu s , Lu dw ig . 황문수 역(1989). 마르쿠제의 행복론. 서울 : 범우사.
M arden , Orison s (2002). T h e J oy of Liv in g : T h e secr et of F in din g an d K eepin g in Y ou r
Life. 박정숙 역(2002). 행복하다고 외쳐라. 서울 : 다리미디어.
M arin off, Lou (1999). Plato N ot Pr ozac. 이종인 역(2000).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
서울 : 해냄.
M arit ain , J .(1943 ). E du cation at th e Cr os sr oa ds . Conn ecticut : Y ale Univ er sity Pr es s .
M a slow , A .(1964 ). R elig ions , Value an d P eak . P en sy lv an ia : P en sy lv ania Book s
M cCr ea dy , Stu art et al,(2001). T h e Discov ery of H appin es s . 김석희 역(2002). 행복의 발견

서울 : 휴미니스트.
M u rphy , J os eph , 손풍년 역(1994 ).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 서울 : 고려원.
M u rr ay , C.(1988 ). In pu r suit of h appin e s s an d g ood g ov ernm en t . N . Y . : Sim on &
S chu st er .
N earin g , H elen (1992). Lov in g an d Leav in g th e Good Life. 이석태 역(1997 ).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서울 : 보리.
N eill, A . S . Su m m erh ill S ch ool. 김은산 역(1983). 행복한 학교. 서울 : 양서원.
P apponh eim , F .(1978 ). T h e A lien ation of M odern M an . 황문수 역(1978 ). 현대인의 소외. 서
울 : 문예출판사.
P ierr e, A bb ' e (1997). M ém oir e d 'u n cr oy ant . 백선희 역(2001). 단순한 기쁨. 서울 : 마음산
책.
R eev es , Rich ar d (2001). H appy M on day s : Puttin g th e Plea su r e Backint o W ork . 이상원
(2002). H appy M on day s (일하기의 즐거움). 서울 : 거름.
Ru s sell, Bertr an d A , W .(1975 ). T h e Con qu es t of H app in ess . Lon don : Georg e A llen &
Un w in .
S ch op enh au er , A rthu r·최민홍 역(1976).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서울 집문당.
Su zuki H idek o (2000). ZET T A I K OF U KU N O SH A KUDO . 황소연 역(2001). 행복을 위한
작은 기도. 서울 : 조선일보사.
T illich , P au l(1964 ). T h e N ew Bein g . Lon don : S CM Pr es s .
T hich Nh at H an h (1998 ). B ein g P eace. 류시화 역(2002). 틱닛한의 평화로움. 서울 : 집문당.
U lich , Rob ert (1950). H ist ory of E du cation al T h ou g ht . N . Y . : A m erican Book Com pany .
(1954 ). T hr ee T h ou san d Y ear s of E du cation al W isdom . M a s s . : H arv ard
Univ er sity P re s s .
(1955 ). T h e Hu m an Car eer . N . Y . : H arp er s & Br oth er s .
(1961). Philosophy of E du cation . N . Y . : A m erican Book Com p any .
W hit e, J .(1990). E du cation an d th e Good Life. 이지헌(2002). 교육목적론. 서울 : 학지사.

< A b s tract >

A Study on H appin es s and E ducation of H appines s
Ch oi, K w an - k y un g

T h e purpose of this stu dy is t o ex am in e th e v ariou s m eanin g s of h appin es s an d t o
em ph a size th e edu cation of h appin e s s in K or ea . M an is b orn to liv e h appily , n ot to
pr epar e for life. Ev ery on e w ant s t o b e h appy . P eople w ork b e st w h en th ey ar e h appy .
A lso stu den t s stu dy h ar dest w h en th ey ar e h appy . W h oev er ar e h appy w ill m ak e oth er s
h appy .
A s is g en er ally kn ow n , pea ce b eg et s p eace b ut w ar b eg et s w ar , lov e b eg et s lov e b ut
h atred b eg et s h atr ed. Lik ew is e, h appin es s b eg et s h appin es s b ut u nh appin es s b eg et s
u nh appin es s . M or eov er , h appy edu cat or s b rin g up h appy stu den t s an d u nh appy edu cat or s
m ak e th eir stu dent s u nh appy . W e can defin e thr ee cat eg ories of h appin e s s : th e plea sant
life, th e g ood life an d th e m eanin g ful life.
I 'm sur e th at w e sh ould h old th ese tru th s t o b e sacred an d un deniable, th at all m en
are created equ al an d in depen dent , th at fr om th at equ al cr eation th ey deriv e righ t s
inh er ent an d alien able , am on g w h ich ar e pr es erv ation of life , lib erty an d

th e pur suit of

h appin es s . Con sequ en tly , it is n ot on ly our righ t s b ut also ou r dutie s for u s to pur su e
h appin es s in ces san tly in

th e w h ole cour se of ou r liv es . T h er e ar e n o seed s of

h appin es s w ith ou t s eed s of un h appin es s an d v ice v er sa . A s if an electric w av e com es
thr ou g h air , h appin es s com e s th r ou gh our activ ities .
H appin es s

doesn 't

n eces s arily

go

w ith

m on ey .

H appin es s

isn 't

som eth in g

we

ex p erien ces ; it ' s som eth in g w e r em em b er . H appy people are v ery g ood at m an ag in g
em otion . H appin es s con sist s in cont entm en t . H appin e s s m ay con sist in r ecogn izin g th at
w e can ' t alw ay s b e h appy . W h eth er h e is t each er or stu den t , h e is th e h appie st w h o
fin d s pea ce of m in d in his h om e an d sch ool. Ou r g r eat est h appin es s does n ot dep en d on
th e con dition of life , bu t is alw ay s th e r esu lt of a g ood con scien ce, g ood h ealth ,
occu pation an d fr eedom in all ju st pur su it s . T h e th r ee gr an d es s ential of h appin es s are :
s om ethin g to do, s om eon e t o lov e , an d s om ethin g to h op e for .
In su m , I su g g e st a s follow s : F ir st of all, w e sh ould tran sform th e su cces s - orien ted
t eleolog ism of edu cation int o th e h appin es s - orient ed teleologism of edu cation a s soon a s
p os sib le.

S econ dly ,

we

sh ou ld

do

ou r

b est

effort s

to

r em old

ou r

edu cation al

cir cu m stan ces in w h ich all stu dent s an d t each er s can b e h appy .
It is sin cerely h oped th at this stu dy on h appin es s an d edu cation of h appin es s w ill b e
con tribut ed a s a st eppin g st on e of som e h elp t o th os e t each er s an d stu dent s in K or ea
are int er ested in philosophy of edu c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