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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과의 행복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개념, 모형, 수업 지침을 중심으로*
장 기 범**

1)

UN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국 156개국 가운데 57위이다. 반면 GDP는 29위로
경제 강국에 속한다. 2003년 이후 13년 연속 OECD 36개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
살한 초중고생은 총 556명으로 한 해 평균 111.2명에 이른다. 반면 신생아 출산율은 2017년 35만 7,700 명으로 합계출
산율은 1.05 명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은 이루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나라의 범주에 속해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교육은 사회 현상에 대한 직간접적 책무성을 갖는다. 이 연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학교음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음악 교육적 방안을 구하는 일이다. 행복의 개념과 요소,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다양한 자료를 살폈고,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행복의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복교
육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에 음악과 교육의 내용을 적용시켜 음악과행복교육의 이론적 골격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복중심 음악활동 방안과 수업 지침을 제언하였다.
* 검색어: 행복교육, 행복음악교육, 행복교육 모형,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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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인간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
하고 행복을 꿈꾼다. 예술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음악교과는 음악을 교육의 내
용으로 삼는 예술교과로, 음악성 계발, 바람직한 음악적 정서와 문해력 함양과 더불어 학생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다.

* 이 연구는 서울교육대학교 교과교육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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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의 음악교과는 학생들의 행복한 삶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학교 음
악 시간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는가?
연말이 되면 여러 아마추어 연주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연주회를 한다. 연주를 통하여 지역사회
와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행복을 일구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러한 단체들이나 음악을 들
으며 또는 음악에 종사하며 즐거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음악이 인간 행복의 중요한 수단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이미 학교현장에서 외면
당한지 오래이다(이홍수 2007).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 음악시간 보다는 대중가요나 유튜브에
몰입하고 있다1).
1945년 8월 일제에서 해방되어 국권을 되찾은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식 교육에 반하여 미 군정
청의 락카드 대위의 지휘 아래 교수요목2)을 기저로 공교육을 시작한다. 우리 공교육은 6.25 전쟁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끊이질 않았다. 그 결과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3) 44대
미국대통령이 2010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 교육 미국이 배워야 한다”는 발
언을 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은 대단히 높다.4) 최근 영국 BBC가 발표한
세계 76개국 15세 학생 학업 능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싱가폴,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http://www.ozrank.co.kr/73). 2012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41개국이 참가한 세계 수학경시대
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26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과학경시대회에서는 3등을 했다
(https://blog.naver.com/cpajsi/221052057107). 그러나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얼마나 좋
아하는지를 물은 결과는 모두 최하위권이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이 처한 현주소이다. 우리는 어쩌
면 교육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경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
실의 음악교육은 외면당하고 있는데, 각종 음악경연대회에서 연주 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가히 세
계적이다5).
2017년 신생아 출산율 35만 7,700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hankookilbo.com,
2018.02.28). 2006년 33명이던 초등학생 자살률은 안타깝게도 2008년 99명으로 2.6배나 증가했
다6). 이러한 통계들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고 교육적으로도 많은 것
을 성취한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이다’라는 것을 함의한다. 행복이 국가적 경
쟁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수준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 비해 여러 가지로 여건

1) 아시아경제지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확산 된 초등학생들이 즐겨 듣는 노래가 146만회를 넘어섰는데, 그것이 바
로 ‘자살 송’ 이라 한다(www.asiae.co.kr/news/vies.htm).
2) 미군 측의 민정 담당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무국장에는 락카드 대위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락카
드 대위는 한국과 한국의 교육에 대하여 식견이 깊지 못했다. 학무국장에 임명된 락카드 대위는 1945년 9월 11일
부터 교육 사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3)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3362
4) https://www.youtube.com/watch?v=OzJFoUmmOn0
5) 서울교육대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5년째 콩클을 지속하고 있다. 합주팀들은 모두 암기하여 연주를 하는데
Mahler symphony 1번 Taitan, Gustave Holst의 Mars 등을 거뜬하게 연주한다.
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638&cid=42251&categoryId=58304 에 따르면, 연구자는 우리나라 자살
률의 심각성을 통계자료와 연구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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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악한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행복 수준을 넘어선다면, 우리 국민의 행복 체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행복 저해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행복교육의 필요성과 음악과에서 보다 체계적인 행복교
육 실천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행복의 요소는 무엇인지 규명을 해보고, 예술교과인 음악교과에서 어
떻게 하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 하는 행복한 음악교육을 학교음악교육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개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 까지 인간이 ‘행
복’을 추구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듯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공통 관심사이자,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인간은 삶의 유한함과 유일성을 알고 있기에 더욱 행복에 집착하는지도 모른다.
석가모니(BC 563년경 ~ BC 483년경)는 인간의 삶이 질고(疾苦)인 만큼 ‘삶의 목표는 행
복이다’라고 했다. 행복한 삶은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질고는 모두 인간의 욕심
에서 비롯하기에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는 것이다(https://www.pursuit-of-happiness.org/
history-of-happiness/buddha/).
공자(BC 551년 ~ BC 479년)는 “공부하며 때로 배운 것을 익히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가, 멀리
서 방문한 친구를 만나는 것 역시 즐거움이 아닌가?” 라고 논어(論語)의 처음에 언급하고 있다.
인문학의 효시라 볼 수 있는 ‘논어’에서 행복의 개념을 ‘배움과 나눔’으로 요약하고 있다(음악예
술과 행복 교육 2018).
소크라테스(BC 469년 ~ BC 399년)는 “사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인
간은 자신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알아야 하고, 행복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고 믿
었다. 특별히, “영혼의 모든 욕망을 이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은 비롯된다.”고 믿었다
(소크라테스의 행복론, cafe.daum.net).
맹자(BC 372년 ~ BC 289년)는 ‘고자’ 편에서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라고 적시하며 “사람들은 자기 길을 버리고 따르지(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
고도 찾을 줄을 모르니 애처롭다. 학문하는 방법은 ‘방심한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김세환 2013). 맹자에게 행복이란 개인적인 미덕을 함양함이었다. 공자의 덕이 사회적 덕을 강조
한 점과 대조를 이룬다.
아리스토텔레스(BC 384년 ~ BC 322년)는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
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7) 최고선의 획득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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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인간이 그 최고선의 획득을 지향한다는 행복론은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주지주의’에서 이미
표명되어 있다. 그 기본 명제를 니체는 ‘이성=덕=행복’으로 공식화했다.
쾌락·향락주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에피쿠로스(BC 341년경 ~ BC 270년경)는 ‘가장 행복한 삶
은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단출한 삶과 마주하여 친구들과 철학적 담론을 펼치며 내적인 평온
함(ataraxia)을 누리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1224-1274)는 신학대전 3권에서 ‘무엇이 인간의 행복이며 이는 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란 물음의 답을 제시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완전한 행복(beatitudo)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단지 불완전한 행복(felicitas)은 가능하다고 믿었다.
한마디로 행복을 정의 할 수는 없지만, 철학자와 성현들에게서 행복이란 절제, 지식의 나눔, 덕
을 닦는 것, 등으로 다분히 주관적인 성찰을 기반으로 한다.

2. 심리학에서의 행복
근현대에 이르러 인간행동과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생겼다. 병리학에 심취해있던
프로이드(Freud)나 스키너(Skinner)와 같은 심리학의 거장들은 불행과 정신적 질병의 근원 규명에
열정을 쏟았지만 정작 행복에 대한 연구는 그리 집중하지 않았다.
인간의 행복과 그 궤적을 추적한 최초의 심리학자는 ‘필요의 위계’ 이론으로 잘 알려진 매슬로
우(Abraham Maslow)8)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영향을 받은 매슬로
우는 인간의 ‘자신 실현욕구(self-actualization)’는 인본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을 탄생하게
했고, 인간중심의 정신가치체계를 더욱 든든하게 했다고 믿었다. 매슬로우는 음식, 안전, 사랑, 자
부심 등의 욕구가 해결된 이후에야 보다 고차원적인 창의적 표현 등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주장했
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행복에의 열망’을 심리학 연구의 수면위로 부상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바라 프레드릭슨(Barbara Fredrickson)은 사회심리학의 지류인 감정심리학의 최선두에 있는
현존하는 심리학자다. 프레드릭슨은 확장과 수립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통하여 ‘긍
정’(positivity)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9). 프레드릭슨에 따르면 긍정적인 가치관은 인간
삶의 행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사랑,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새롭고 창의적인 활
동과 아이디어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증진시킨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들을 접하면 그들의 마
음이 넓어지고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사람들로 하여
금 개인적인 건강한 삶의 자원들(resources)을 풍부하게 하는데 육체적 건강에서부터 지적인 문제

7) eudaimonia란 흔히 행복으로 번역하지만, well-being이 더 적절하다고 M.J. Newby는 주장한다.
8) 최초로 인간의 욕구의 위계에 대하여 연구한 심리학자로 인간욕구를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소속과 애정의 욕구자기존중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의 5단계로 나누었다. 스키너가 동물의 모형에서 인간 심리를 행동에 근거하여
추론한 것에 비하여 인간의 심리를 보다 인간적 차원에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제3 심리학이라고도 불린다.
http://blog.daum.net/prettybeans/5150100 참조.
9) 보다 자세한 이론의 내용은 https://en.m.wikipedia.org/wiki/Broaden-and-build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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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사회관계 형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풍부하게 한다(Fredrickson 2009). 이 이론의 확
장(broaden) 부분은 이러한 자원들이 내구성이 있고 나중에 심적인 상태가 달라진 다음에도 건강
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과 연관된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긍정적인 감정들과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 근심, 두려움, 실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위축되고 눈길을 끄는 위협(실재이든 상상이든)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조하거나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한다. 프레드릭슨
은 “햇빛이 지면 꽃잎을 여미는 수련처럼 인간의 마음도 긍정적인 감정이 없으면 닫히고 만다”고
정리한다(Fredrickson 2009, p. 55).
최인철10)은 행복은 “영혼이 살아 숨 쉬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인체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
질, 지방의 3대 영양소가 있듯이 행복에도 3대 영양소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행복의 3요소는 자유
(freedom), 유능(pride), 관계(relationship)이다. 즉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유능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최인철은 행동적
인 행복(Doing well)11)과 느낌적인 행복(Feeling Well)12)이 인간 행복측정의 기본 골격이라고 주
장한다. 시간 관리(time management)를 잘하는 것은 행동적인 행복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한다(최
인철 2005). 심리학에서의 행복은 행복을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경험적 이론들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행복교육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행복할 수 있는 또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서울대학교 행복교과서
행복교과서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13)에서 초, 중등 학생들에게 행복을 교육하기 위해 발
행한 교과서이다. 행복교과서는 학교급에 따라 초등교과서와 중등교과서로 나뉜다. 초등학교
행복교과서는 행복은 ‘누가 만드나요?’, ‘무엇으로 만드나요?’,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세 개의
주제로 접근하며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0) 최인철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복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11) 행동적인 행복(Doing well)이란 행동적인 요소로서 사유하고 구도하는 정적 행동과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게 추구
하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포함한다.
12) 느낌적인 행복(Feeling well)이란 자신이 느끼는 행복으로, 주관적이다.
13)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을 교육하고. 교사들에게 행복교육을 연수하고 있다.
h t t p : / / h a p p i n e s s c l a s s . s n u . a c . k r / P UB L I C / T E A CH I N G / T e x t b o o k E l e me n t . a s p x ? p g = I n f o 와
http://www.snuhappiness.kr/html/edu_main.ph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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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등 행복교과서 목차
장

제목

부제

비고14)

1

행복이란

2

내가 만드는 행복

행복은 나를 알고 사랑하는 데 있다

자존감

3

가족과 만드는 행복

행복은 가까운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다

관계

4

친구와 만드는 행복

좋은 친구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관계

5

목표세우기

목적이 이끄는 삶은 행복하다

성장

6

건강지키기

행복은 좋은 생활 습관과 함께 온다

건강

7

몰입하기

집중하는 마음은 행복이다

우월감

8

감사하기

행복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데 있다

긍정감

9

나누기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관계

10

사과하기

사과는 행복한 관계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관계

중학생용

행복 알기

『행복교과서』는 행복의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누구와’ 라는 세 개의

주제로 접근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중등 행복교과서 목차
장

제목

부제

비고

1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 이해

2

관점 바꾸기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관계

3

감사하기

감사는 인생의 시크릿이다

긍정감

4

비교하지 않기

행복의 최대 적은 남과 비교하기이다

자존감

5

목표세우기

목적이 이끄는 삶이 행복하다

성장

6

음미하기

현재를 충분히 만끽하고 음미하라

건강

7

몰입하기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하다

성장

8

관계를 돈독히 하기

행복은 ‘사이’에 있다

관계

9

나누고 베풀기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길은 남을 행복하게 하
는 것이다

관계/자존

10

용서하기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긍정

14) ‘비고’는 연구자가 각 장의 중심 개념을 추론하여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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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과 학설 및 연구결과에 근거한 행복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행복과
행복의 방법을 교육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이다.

4. UN 세계행복보고서(UN WHR)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이하 SDSN)가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하고 2012년부터 보고서
를 발행하고 있다. 행복을 수치화하고 수치화에 따른 국가별 행복지수를 나타낸다는 것이 황당하
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행복을 가름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갤럽 세
계 설문조사(Gallup World Poll)의 협조와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활용하여 대륙별, 국가별 행복지
수에 대한 수긍할 만한 결과물을 보고서에 담고 있다. 2018년 3월 14일에 발표된 ‘2018 세계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GDP 29위)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조사대상국 156개국 가운데
57위를 기록했다. 2017년도 보고서에는 5.838점으로 55위였다. 점수는 0.037점 올랐으나 순위는 2
계단 떨어졌다. 1위는 핀란드(GDP: 15위)15)로 7.632점을 얻었다. 노르웨이(GDP: 5위), 덴마크
(GDP: 8위), 아이슬란드(GDP: 3위), 스위스(GDP: 2위), 네덜란드(GDP: 13위), 캐나다(GDP: 20
위), 뉴질랜드(GDP: 22위), 스웨덴(GDP: 12위), 호주(GDP: 11위) 등이 상위권에 속해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26위(6.441점)로 가장 높고, 싱가포르는 34위(6.343점), 일본은 54위(5.915
점), 중국은 86위(5.246점)로 나타났다.
행복 보고서를 발행한 SDSN의 행복측정을 위한 지표는 총 6가지로 1)국내총생산(GDP), 2)기
대수명(HLEB), 3)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4)선택의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 5)부
패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corruption: 국가의 청렴도), 6)사회의 너그러움(generosity)을 기준으
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UN의 세계행복 보고서에 도움을 준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질문내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아래
와 같다.
(1) 당신은 존중받습니까?: 자존감 self-esteem;
(2) 당신은 새로운 일을 합니까?: 성장 growth
(3)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합니까?: 우월감: pride
(4) 당신은 시간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freedom
(5)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정감 safety
정감적 행복(Affective Happiness: 그날그날 기분에 근거한 행복)과 평가적 행복(Evaluative
Happiness:16) 개인의 삶 전반을 평가하는 행복)으로 대별 되는 행복 지표의 산출은 OECD의 지침
15) ( )안의 등위는 GDP 순위이다. GDP는 국민 총생산량을 의미하는데, 이를 국민수로 나눈 것이 평균GDP로 보다
의미있는 경제지표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국가의 개인별 GDP에 기준하여 ( )에 해당 국가의 국민 평균GDP
순위를 제시했다. 경제적 순위와 행복지수 순위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
16) OECD에서 제시한 지침으로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임. 이외에 Eudaimonia- a sense of meaning
and purpose in life, or good psychological functioning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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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UN 행복지수 측정위원회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UN 세계 행복 보고서의
지표와 질문들은 행복의 개념과 행복교육 요소에 많은 시사를 한다.

5. 행복 관련 이슈와 논의

『

』

지금까지 살펴본 행복의 개념 및 UN의 행복지수 측정 요소들, 그리고 행복교과서 를 통하여
정리된 행복의 개념 및 교육적 시사점에 기반을 두어 행복관련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가. 행복은 주관적인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행복의 체감이 다른 점,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성격군과 부정적인 성격군의 전두엽에 나타난 반응을 측정한 결과 성격군에 따라 반응이 다른 점
등을 본다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Frederickson 2003). 동서고금의
철학자들과 성현들의 행복에 대한 견해에도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도
다분히 주관을 바꾸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사람이 처한 환경 과 상황, 성
격, 필요, 여건 등이 다양한 현실에서 개인의 행복은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관적
이라는 것이 ‘행복은 교육할 성질이 아니다’라 던가 혹은 ‘행복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UN 행복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GDP와 행복지수가 무관하지 않다. 성격 군에 따른 전두엽의
반응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는 것은 반대로 성격에 따라 객관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요소를 찾아 행복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주관에 적합한 행복 교육의 방안을
연구함이 바람직하다.

나.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인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한번뿐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에 삶의 순간순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행복은 우리의 삶
을 일구는 정신적인 기초체력’이라고 정의한 행복교과서의 믿음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태
도를 되짚어보게 한다.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은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기초체력인 행복이 결여된 삶은 자체가 무의미하며 행복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성취’, ‘목
표의식’ 등의 결여를 수반하게 된다. 행복은 연습과 찾기를 통하여 더욱 심화되고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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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사람은 행복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지적 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점점 발달하고 세련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인자
를 가지고 태어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김남두 외 2004).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도 행복
을 구체적으로 언급 한다17). 을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하여 익히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크고, 많은 행복을 느끼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자가 대중적 도덕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라. 행복이란 주관적인 문제인데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복의 주체는 주관이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행복과 연관된 행복의 요소들이 있고, 이
요소들은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행복을 경험하는 기회들이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 경제학자, 여론 조사가들, 사회학자들, 그 외 여러 연구가들
이 행복의 주관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 관측할 만한
두뇌 기능을 산출하며, 이들은 개인과 사회의 특성과 연관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을 간과하지 말아
야 한다.

『UN 세계행복보고서 2018』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가?’ 등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가 속해있는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결과는 한 사회나 국가의 내재하는 위험에 대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잠재
적 역량의 단서이자 개혁과 변화를 위한 제안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UN WHR 2018).

Ⅲ. 행복의 요소와 행복교육 모형
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행복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넘어 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조화와 ‘재미와 의미’가 공
존하는 이상적인 마음과 몸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최인철 2005). 이러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행
복의 요소들을 성현들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 그리고 행복교육 사례
를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료 들을 관찰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7)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이사야 48:17);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누가복음 12:15);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더 행복하다(디모데 전
서 6:8) 등 여러 곳에서 행복이 언급되어 있고, 행복의 종교적 용어인 평안/평강(shalom)은 수없이 많은 곳에 언급
되어있다.

- 75 -

음악교육공학(제38호, 2019. 1. 16)

<표 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요소

출처

뜻/의미/이론

사례/종류

긍정감
(Positive emotions)

Fredrickson

긍정적 감정을 갖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기쁨, 감사한, 든든한, 벅
찬, 뿌듯한, 감동적인

자아 존중감
(self-esteem)

UN WHR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
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
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
로 성취됨

안정감
(Safty)

UN WHR

편안하고 온전한 느낌으로
위험 및 괴로움으로부터 자
유로워지는

엄마 품속의 아기,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룬 후에 오
는 안식

성장
(Growth)

UN WHR

매일 매일 달라짐을 느끼는
것

같은 일이라도 계속적으
로 새롭게 발전시킴으로
진보하는 상태

우월감
(Pride)

A. Adler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
아진 상태

경기에서 이겼을 때, 과제
를 기대치 이상으로 완수
했을 때

시간, 업무, 공간, 행동, 분위
기, 등의 여유

자율, self control,

자유
(Freedom)
흥미/재미
(interest/enthusiasm)

최인철

대상, 활동, 경험 등에 대해
몰두하는 경향

여행, 취미활동

관계
(Relations)

Aristoteles

둘 이상의 사이에 빚어지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연관성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은 사회적 동물’

2. 행복교육 모형
행복은 지성, 정서, 성취감, 영성 훈련 등이 관계(relation)위에 구축되는 성숙한 경험으로 인간
삶의 필수 영양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 교육은 지성, 영성, 감성, 관계가 이상적으로 경험
될 수 있는 모형을 기반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최인철의 주장대로 행복은 행동적인 행복(doing
well)과 느낌적인 행복(feeling well)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행동적인 행복과 느낌적인 행복이 공존
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인적, 관계적으로 상시 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행복상태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교육 모형은 D행동적인 행복과 느낌적인 행복으로 행복의 요소들을
범주화하고 이를 관계(relations)속에서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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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행복교육 모형
행복(Well-being)
영역

행동

특성

관계

예

개인

개인위생, 놀이, 취미활동, 여행, 성장, 시
간 사용 계획, grit18) 등

집단

경기관전, 동호회 활동

개인

긍정, 자율, 자유, 유능감, 성취감, 자부심,
자기만족, 재미, 의미, 등

집단

공중도덕, 집단 성취, 배려,
group dynamics19)

개인

명상, 감동, 통찰, 회심, 무아, 감화 깨우
침, 자유,

집단

종교활동, 수련

지식/행동/활동

느낌

영성l

심리

영성

우리 사회의 화두인 행복(well-being)을 ‘행복한 삶’으로 본다면, 하위 영역에 지식/행동/활동,
심리, 영성을 내용의 대영역으로 추출할 수 있다. 지식/행동/활동을 신체적 영역인 행동으로 한정
하고 예시 활동으로 개인위생, 놀이, 취미활동, 여행, 시간 사용 계획 등을 들 수 있다20).
느낌적인 행복의 상태는 심리학적 영역으로 주로 자유롭고, 자율적이고, 억압이나 압박감이 없
는 상태를 일컫는다. 위 표에서 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는 활동의 내용과 종류에 따른 범위 (개인,
친구, 가족, 집단 등)를 개인의 성향이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판단과 전문가의 조절
이 필요한 부분이다.
행복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영성(Spiritual) 영역이다. 학자에 따라서
는 영성 영역을 심리학적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중첩되거나 구분이 모호한 부분도 많지만 영
성 영역은 우리교육의 기본 교육에 포항되어 있지 않다. 영성은 인류 근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
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심리학은 20세기 초반에 생긴 정신 학문분야이다. 큰 차이점은 심리학적
영역은 과학적 증명이나 설명이 가능한 분야에 한정하는 반면, 영성l 영역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현상을 포함하며 인간만의 지고한 세계를 아우른다는 점이다. 실례로 아퀴나스의 완전
한 행복(beatitudo)는 영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으로 영성교육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이런
18)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안젤라 리 덕 워스(Angela Lee Duckworth)가 개념화한 용어다.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하며, 단순히 열정과 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낙담하
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등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릿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9)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이 함께 응원을 하며 경험하는 심리적 감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집단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감동으로 혼자 응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다.
20) 최인철의 연구에 따르면, 여행, 운동 등은 재미와 의미를 공히 포함하며 행복지수가 높은 활동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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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교육영역에 영성영역을 포함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1).
아래 <표 5>는 행복교육 모형을 음악과의 행복교육에 적용한 것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
이며 예시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향후 학계의 논의를 위한 문제 제시적 성격이 짙다.

<표 6> 음악교과에 적용한 행복교육 모형 예
행복 음악교육(Well-being music class)
영역

음악활동
(Doing)

음악향수
(Feeling)

영성음악
(Spiritual)

특성

관계
개인

음악능력신장 활동, 독창, 독주, 음악 문해
력 향상 활동, grit22)

집단

중창, 합창, 중주, 합주, 연주/창작 동아리
활동

개인

자율, 자유, 음악적 유능감, 음악적 성취
감, 음악적 자부심, 음악활동의 재미와 흥
미

집단

음악회에서의 예절, 합창 합주에서의 배려
와 조화
group dynamics

개인

명상음악, 음악적 감동, 기도송, 찬트 등,
영성 훈련을 위한 음악, 심신이 치유되는
음악

집단

영성이 깊은 음악 합창/합주(예, Pie Jesus,
Brahms requiem) 명상 수련에서 음악활용
하기, 그레고리안 찬트, 동방교회 찬트 등

지식/행동/활동
연주, 창작, 감상

심리
음악의 느낌과 정서

영성
종교음악,
영성 음악

예

명상음악,

21) 이어령 박사는 IQ, EQ에 더하여 미래사회에는 SQ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우리 교육이 IQ와 EQ영역에 치중하는
한 완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는 연구자의 입장과 같다.
22)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안젤라 리 덕 워스(ngela Lee Duckworth) 개념화한 용어다.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하며, 단순히 열정과 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낙담하
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등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릿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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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악과에서 행복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성취해야 할 6가지 역량을 음악과에서 실
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시된 음악과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
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한다(2015 개정 교육과정).

제시된 목표는 음악적 정서함양, 표현력 계발, 자기표현능력 신장, 자아 정체성 형성, 타인 존
중, 소통능력, 우리문화 발전에 기여 등의 행복교육을 위한 기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예술교
과로서 행복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 진술은 미흡한 편이다.
음악과에서 행복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됨이 바람직하다.
다른 어떤 역량보다도 행복역량에 대한 음악과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교과에
서 행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내용의 선정, 수업 방안, 기타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제
언한다.

1. 교육내용 선정

가. 교육내용 선정의 범주를 학생의 음악적 요구에 기초하되, 교사의 전문적 식견으로 선택의 폭
을 넓혀나가야 한다.
우리 음악과 교육의 내용은 서양 고전음악, 우리나라 전통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 3세계의

음악, 다민족 음악을 비롯한 영성 음악, 뉴에이지 음악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며 자신의 미각의 범주를 넓혀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악의
경험을 통하여 음악을 통한 행복의 범위와 기회를 넓혀가는 원리이다. 특히 영성을 통한 감격과
행복감은 과학과 심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인간만이 누리는 고유 경험이다.
행복 음악교육의 내용으로 ‘영성음악’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특정 종교의 색채가 짙은 음악은 교수학습 자료에서 배제하는 원칙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성영역 교육은 특정 종교교육이 아니라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통하여 학생들
의 심오한 영혼의 울림과 행복을 목적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 교과서의 진도에 우선하여 학생의 음악적 필요에 기반을 둔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예술교과인 음악은 학교의 교과목으로 학습 진도를 무시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음악을
통한 행복 경험과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수업을 음악교과 수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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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나 선호도에 따른 음악 수업은 교사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전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선호활동 파악, 이상적 모둠활동을 위한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 파악 등 수업준비 과정이 번거롭지
만 보다 행복한 음악 수업을 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학생들의 필요와 교사의 전문성에서 비롯한
정제된 악곡과 활동을 학기별 수업내용으로 삼는 것은 훨씬 의미 있는 음악수업이 될 것이다. 개
별적으로 유의미한 음악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고 집중을 하게 하므로 교육적 효
과와 아울러 학생들의 수업 만족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다.

2. 수업 방안

가. 음악수업은 음악역량 강화 + 학생 선호 음악활동 이벤트로 구성한다.
음악역량은 국가 수준 음악교육과정의 내용과 성취기준으로 하되, 음악적 문해력, 리듬, 셈여림,

음계, 음색, 형식, 등 음악 요소 중심으로 독립적 음악활동을 위한 음악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 음악수업에서 학년에 해당하는 성취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
가 수준의 음악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적 성취를 통한 자신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활동(event)을 이벤트로 선택하여 매시간 음악활동에 적극적
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인과 조별활동, 전체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여 음악시간을 역동적으로 운영한다.
음악시간은 개별 활동, 모둠활동, 전체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이내믹한 음악수업이 되도록
한다. 모둠을 구성할 때는 음악적 역량과 선호활동의 동질성, 성향 등을 고려하여 모둠 자체가 배
움 공동체이자 관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생의 음악적 장점을 찾아서 칭찬한다.
행복한 음악시간은 학생의 음악적 성취를 칭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의 음악적성
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해당 학생의 음악적 장점을 찾아 칭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음악시간 =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이라는 관념을 갖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음악패스포트” 와 같은 기록을 매 음악
시간의 말미에 작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성숙 상태를 가늠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음악적 성장을 체감함으로
써 자아효능감 및 자존감,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 ‘음악시간 = 음악작품’ 이라는 원칙으로 수업을 구상한다.
행복한 음악 수업은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수업의 내용으로 삼고, 원하는 활동에 개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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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으로 적극 참여케 하여 음악적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
하다. 즉 교사는 ‘음악시간=음악작품’의 감독 역할을 하고, 학생은 주역과 조역을 맡는다. 이러한
음악시간은 보다 행복한 음악수업이 될 수 있다.

3. 기타:

가. 1인 1악기 연주 능력, 1인 1애창곡 부르기, 1학기 1 감상곡 감상하기.
음악적 표현은 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 창작하기, 악곡 감상하기 등의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 한 학기에 한곡의 감상곡을 갖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8년의 음악교육을 통하여 최소한
15곡 이상의 즐겨 듣는 감상곡을 가질 수 있다.

1인 1악기 교육을 8년을 지속한다면, 상당한 연

주 수준을 갖게 될 것이며, 가창능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적 의식을 가
지고 음악 수업에 임한다면, 보다 즐겁고 유익한 음악시간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인 1감상
곡 갖기 활동은 음악작품을 통한 음악적 정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한 심미적 생활, 평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음악을 통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교육으로 악기연주 능력
이나 표현 능력이 다소 낮은 학생들도 감상 능력은 관심과 집중으로 충분히 계발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나. 음악 시간을 통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학급 음악회 등 이벤트 만들기 등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1인 1 음악적 표현 역량(연주, 노래, 끼 등)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학교음악교육이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 계발과 신장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
에 더하여 다양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만들어 주는 차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목표를 가지고 음악적 역량을 더욱 증진시킴은 물론 연주를 통한
자존감을 높이고, 소통하는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배움과 재능의 나
눔을 통한 행복의 크기를 배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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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변화와 사회적 변혁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고
그만큼 더 행복교육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음악교육을 통한 행복교육
은 과연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첫째,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인 음악능력 습득 과 음악을 통한 삶을 성찰하는 능력을 기
르도록 해야 한다23). 특히 학교 교육의 양상 또한 많은 변혁이 예견되는바, 학생 개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필요에 근거한 맞춤식 음악교수-학습체제와 사이버 교육, 가상교육 등 다양한 형태와
양식의 행복음악교육을 준비하여야 한다.
음악학습 목표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연주력 향상이 목적’이었다면, 이는 ‘행복한 삶을 위한 연
주력 향상’으로 즉, 음악이나 음악 활동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과 같은 대체지능의 확산으로 일과 업무의 주체가 인간에서
로봇과 같은 기계로 대치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시간들은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대한 열망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음악의 기본은 조화이며,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
하게 한다.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은 인간만의 고유한 소통방식이며, 여가활용을 위한 더없이 훌륭
한 매체라는 점에서 음악은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가장 적합한 매체이자 수단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가속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의사결정에서 실현까지의 시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음악은 시간예술로서 속도의 시대에 적합하게 주어진 시간
과 빠르기의 프레임 속에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걸맞
은 행복의 매체라 할 수 있다.
둘째, 음악교육을 통해 건강한 정서와 행복의 주된 요소인 긍정적 가치관과 감정(positive
emotions)의 계발과 발달을 추구해야 한다. 프레딕슨의 주장처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
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활동의 기초로서 생산적인 감정과 정서를 음악교육을 통해 계발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음악교육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긍정적 감정과 긍정
의 심리를 음악을 통해 습득하고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셋째, 음악교육을 통해 이해와 배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미래사회에서는 개인의 고립과 고독, 타인에 대한 배타적 관계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관계’가 단절이 되는 상황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음악
은 소리와 소리의 관계, 음악의 제 요소들의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만들어진 음악은 독
주, 중주, 합주 등의 관계를 통하여 표현된다. 즉 음악의 내용이 관계이고 음악의 소통 방법이 관
계에 기인하는 행복교육의 융합된 모델이 음악과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음악예술 세계에서는 타
23) 한국음악교육학회 전 학회장 조성기의 토론문을 인용 및 원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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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협업을 통해 자아의 의미가 부여되며24), 나, 우리, 사회, 지역, 국가적으로 조화롭고 풍요
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이 관계 교육으로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음악을 통한 인간의 영성 영역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은 모든 것을 만들어 내지만, 신이 인간에게 준 영성의 세계는 인간이 만든 다른 무엇으로
도 대치할 수 없는 인간만의 지고하고 존엄한 영역이다. 따라서 영성 영역은 교육의 큰 축이 되어
야 하고, 음악을 통한 영성교육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정체성과 질서를 확립하는 기본이 되어
야 한다. 더불어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음악교육은 인간의 영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시대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음악을 통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jkb0615@snue.ac.kr

24) 2중주를 예를 들자면, 반주자를 통하여 독주자의 연주가 더욱 돋보이게 되고, 독주자를 통하여 반주의 의미가
반주자에게 피드백이 되며, 결국 두 사람의 협업은 음악이라는 시너지 효과로제 3의 의미를 창출하며 연주자,
청중에게 음악 이라는 의미로 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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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lea for School Music Education to Perform Happiness Centered
Music Education Practice: Emphasis on Concept, Model, Instructional
Guideline

Ki-Beom Jang
According to the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8, Korea is ranked 57th out of 156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is also ranked 29th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GDP) rank. There is a big
discrepancy between happiness rank and economy development rank. Worse yet, since 2003, commit
suicide rates of Korea has reached to top among 36 OECD countries for 13 consecutive years. This stats
imply that Korea is an unhappy countr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model or theoretical framework for happiness centered
music education for public school music class. Theory behind this effort is that public school education
program is responsible, some what, for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its own country.
Developing means of making students happier through public school music program is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paper. For that purpose, the concept of happiness has examined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and special documentary programs and elements of happiness were extracted. Based on the
extracted elements, a model of happiness education was developed then employing that model to a music
education practice, a model of happiness centered music education was suggested. For the safe launch of
happiness centered music education practice, general guidelines and principles of music instructions are
recommended.
KEY Words: happiness centered music education, concept of happiness, happiness center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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