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행복의 정의

사람에게 궁극적인 가치는 돈, 지위, 권력과 같은 외부 수단이 아니라 바로 행복이다. 돈과 

지위는 행복보다 하위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온갖 고난

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중에서 가

장 궁극적인 가치이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바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

이 행복이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막연하게 행복을 바

라고 찾다가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만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습관과 규칙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습관

과 규칙을 바꿔서 행동화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인 가치이자 목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대상이 있는 곳에 가서 찾고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가 물고기를 잡기를 원한다면 강이나 바다로 가야지, 백두산이나 한라산으로 간다면 고기를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행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는다. 

도토리나무 밑에서 떨어진 도토리 맛을 본 멧돼지는 도토리나무 밑에 도토리가 있는 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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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주둥이로 땅을 판다. 그러나 도토리는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나무에 달려 있

다. 멧돼지가 도토리를 먹으려면 도토리나무의 밑동을 온몸으로 쳐서 도토리가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먹기 위해 땅을 파는 멧돼지처럼 엉

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것인가를 묻고 찾기에 앞서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

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다양하다. 일찍이 고대 로마의 바르르(Varre)의 조사

에 의하면 그 시대에 이미 행복에 대해 288개의 이설이 있었다고 한다.1 

또한 Andrews와 Withey(1976)2에 의하면, 미국의 수많은 조사연구에서 행복과 관련해 조

사한 변인이 123가지가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바바라 키퍼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행복에 

대해 행복을 주는 14,000가지3 제목으로 아기자기한 감성으로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

다.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행복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가를 알 수 있다.

행복이란 말은 영어로 ‘happiness’이다. 이 단어는 happen에서 파생된 단어로, 행복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얻어지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 또 영어에

서 축복이라는 단어에 블레스(bless)가 있다. 이 단어는 블러드(blood)라는 피에서 파생된 단

어이다. 피는 생명, 혹은 희생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를 볼 때 진정한 복은 희생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복이란 ‘아쉬레’와 ‘바루크’란 단어가 있다. 바루크는 하나님의 직접

적인 개입으로 인한 복(bless)을 말하고, 아쉬레란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으로써의 복

(happiness)을 말한다. 행복에 가까운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εὐδαιμονία)와 라틴어로 벨릭

스(felix)가 있다. ‘유다이모니아’는 훌륭한 영혼, 또는 인간의 최고의 완성, 인간의 진정한 행

복을 의미한다.4 ‘벨릭스’는 로마 황제들과 관련된 칭호에서 생겨난 말로 더할 나위 없는 행

복(bliss)을 뜻한다.

웹스터 대사전에는 “행복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를 따져볼 때 단순한 만족으로부터 

1 Marcuse, Ludwig. 마르쿠제의 행복론. 황문수 역. 범우사. 1989.
2 Andrews, F.M. & Wilthey, S.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Results from several nations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26. 1973.
3 Barbara Ann Kipfer. 14,000 Things to be Happy About. Workman Publishing. 2007.
4 김승호. 스콜라주의 교육목적론. 서울대학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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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고 농도 짙은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정서 상태와 오랫동안 이어짐으로써 나타

나는 평온한 상태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자로는 幸福(행복)이다. ‘幸’자는 죄인의 손에 수갑을 채운 모습에서 온 글자로, 죄인을 

붙잡는 것은 다행이라는 데서 나온 뜻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죄인을 가두면 뉘우쳐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하여 감옥을 복당(福堂)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福’자는 시(示)와 풍(豊)의 합

성어로 제단(示)에 술항아리를 바치면서 복을 빌었다는 데서 유래된 단어로, 福이란 제단에 

제사를 드림을 통한 풍요로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복’의 반대 개념은 ‘화’(禍)이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에 따라 福과 禍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행복의 ‘행’은 죄수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사회적인 안정을 뜻하고, ‘복(福)’은 신에

게 바칠 때 풍성해진다는 뜻으로 정신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행

복이란 사회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안정된 사회는 안전망이 양호해서 노약자와 부녀자들이 보호를 받고 밤길

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안전한가? 한국 사회는 약자가 

보호를 받는 사회가 아니다. 모든 법이 약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기득권과 강자들의 보

호를 위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다. 

그러니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은 행복을 즐거운 삶(pleasant life), 유덕한 삶(good 

life), 그리고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으로 정의하였다.5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자로 프

로이트의 인간관과 달리한다.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운명적이고 부정적이다. 그는 현재 부정

적인 인간의 현상을 과거의 심리 상태에서 추론한다. 다시 말해 거의 부정적인 현상이 지금

의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과거의 부정적인 무의식의 2/3가 현재 의식의 1/3

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심리학의 인간관은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보다 현재의 긍정적인 시각에서 인

간이 갖고 있는 자기 복원력 내지는 내적인 강점을 찾아 활용한다. 이 긍정심리학은 하버드

대학교의 탈 벤 샤하르 교수가 긍정심리학의 기초로 한 행복학이 인기 강좌가 된 이래 더욱 

더 힘을 받고 있다. 행복학의 핵심은 인간의 현재 부정적인 모습을 과거에서 찾기보다 현재

의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아 행복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5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 김인자, 우문식 역. 물푸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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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정의할 때 ‘주관적인 안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

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

태를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의 정서적 요소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있다. 긍정정서가 부

정정서보다 높을 때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표 2.1   주관적 안녕의 구성요소

정서적 구성요소 인지적 구성 요소

긍정정서 부정정서 만족도 평가차원 평가영역

즐거움 슬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견해

자기

만족감 우울감 가족

행복감 불안감 건강

자존감 분노감 직업

애정감 질투감 여가

고양감 부담감 재정 상태

환희감 죄책감, 수치감 소속집단

출처 : Diner, Suh, Lucas, & Smith, 1999.

그리고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유익하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

타적이며 친화력이 좋고 공감력이 높다. 친화력과 공감력이 높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말이다.

그 이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신체적 향락에 있지 않고 사색에 있다고 하였다. 왜

냐하면 사색은 자족적이고 행동의 최고의 형태이며, 어떤 행동보다도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그는 행복을 인간 최고의 선인 미덕에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김태길(1986)6은 ‘행복하다’는 쉬운 말로 ‘잘산다’는 뜻이라고 했다. ‘잘산다’는 것은 ‘잘하

다’는 뜻이다. 이때 ‘잘한다’는 것은 조각가가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고, 피아니스트가 좋은 

피아노 연주를 하듯이 각자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조각가와 피아니

스트의 기능이 다르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와 직책에 따라 자기가 가진 기능이 서로 다

르다. 조각가는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때 조각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이

6 김태길. 삶과 일. 정음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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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볼 때 ‘잘사는 것’, 즉 좋은 삶을 의미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밀(Mill, J.S.)7은 공리주의자답게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정

의하면서 ‘행복’과 ‘만족’을 구별하였다. ‘행복’은 인간 내면의 성장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

면 ‘만족’이란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의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

한다. 그는 사람의 만족지수가 낮을수록 쉽게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불만족

한 인간이 되는 것이 만족한 돼지보다 낫다고 강조한다. 

괴테는 ‘행복이란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는 노력의 부산물’이라고 표현하였다. 톨스토이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 하였고 슈바이처도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행복’

이라고 하였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8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소유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행복에 대한 공통점은 ‘섬김과 봉사, 희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오는 것이고, 외적

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 행복의 종류

행복의 종류를 보면 첫째는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둘째는 개인적 행복과 일반적 행복

(John Dewey, 1932)9, 셋째는 일시적 행복과 지속적 행복, 넷째는 소극적 행복과 적극적인 행

복, 다섯째는 능동적 행복과 수동적 행복, 여섯째는 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 일곱째는 

심리적 행복과 객관적 행복, 여덟째는 쾌락으로서의 행복과 상태로서의 행복, 아홉째는 과

정으로서의 행복과 결과로서의 행복 등이 있다. 그리고 희열이 주성분을 이루는 행복은 능

동적 행복이고, 안락이 주성분을 이루는 행복은 수동적 행복이라 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

회, 1994).10 예로 하늘을 날아 잡아온 먹이를 새끼 제비에게 먹여주는 어미 제비의 행복은 능

동적 행복이고, 어미 제비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자라는 새끼 제비의 행복은 수동적인 행

복이라는 것이다.

7 이정호. 행복에 이르는 지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8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최혁순 역. 범우사. 2006.
9  Dewey, John. John Dewey Vol.7. Carbondale and Edwards 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32.
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삶과 철학. 동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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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폴(McFall)은 심리적 행복과 객관적 행복으로 나누었다.11 심리적 행복은 단순히 심

리 상태로 느껴지는 주관적 행복(feeling happy)이고, 객관적 행복은 객관적 기준을 지닌 

행복(being fortune)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심리적 행복의 왜곡된 형태를 돼지 행복(pig 

happiness)이라고 불렀다. 행복한 천치, 무능한 병마개 수집가, 착각하고 있는 바보, 성공적

인 비도덕인, 불가능한 이상의 소유자들은 행복한 돼지들이라고 한다. 

신득렬(2000)12은 ‘쾌락’으로서의 행복과 ‘상태’로서의 행복을 들고 있다. ‘쾌락’으로서의 

행복은 인간에게 쾌락과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큰 관심을 갖는다. 쾌락으로서의 행

복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심리적인 행복이다. 한편 상태로서의 행복은 마음의 행

복한 상태(being happy)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구와 희망이 실현되어 마음이 만족한 상

태에 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은 특정한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들

이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상태로서의 행복은 쾌락으로서의 행복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다. 또한 상태로서의 행복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에피쿠로스13는 학문과 도덕도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쾌락의 

종류를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과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으로 나눴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이 진정한 행복으로 보았다. 예로 과음이나 과식 또는 지나친 성적 쾌락은 일시적

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하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격조 높은 우정이나 친밀한 대화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참된 쾌락이라고 하였다.

최관경(1999)14은 ‘과정’으로서의 행복과 ‘결과’로서의 행복으로 나누었다. 어떤 활동을 하

는 동안에 맛보는 행복을 ‘과정으로서의 행복’이라 하고, 활동을 마친 후 그 활동의 성과나 

결과로 얻은 행복을 ‘결과로서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정으로서의 행복을 ‘살맛’이라 

하며 결과로서의 행복을 ‘보람’이라 하였다.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행복인 ‘살맛’과 결과로서

의 행복인 ‘보람’의 유무에 따라 제1급의 행복, 제2급의 행복, 제3급의 행복 및 제4급의 행복

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11 김정래. 잘 삶의 개념과 교육. 교육학연구 35(3). 1-20. 1997.
12 신득렬. 행복과 교육.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제18집. 191-208. 2000.
13 에피쿠로스(Epikuros, BC 341~271):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큐리어니즘(Epicurianism)이라 불리는 학파

의 창시자.
14 최관경. 교육목적으로서의 행복. 한국교육사상연구회.교육사상연구 제8집. 1-2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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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의 행복은 살맛과 보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참된 행복이다. 제2급의 행복

은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은 신바람이 나지만 그 결과는 별 볼일 없는 행복이다. 제3급의 행

복은 그 일을 행하는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결과가 흐뭇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행복

이다. 제4급의 행복은 살맛도 없고, 보람도 없는 ‘불행한 삶’이다.

표 2.2   행복의 등급 분류

구분 살맛 보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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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

출처 : 최관경, 1999.

3. 행복의 특성과 조건 

1) 행복의 특성

행복의 특성의 첫째는 개별성의 원리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객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행복은 행복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

다. 둘째는 다양성의 원리이다. 행복은 물의 모양과 같다는 것이다. 물은 일정한 모양은 없

다.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행복도 일정한 모양이 없다. 개인마다 각양각색

의 다양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셋째는 간접성의 원리이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

다는 것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도 행복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다. 행복은 ‘누

구’를 통해서 얻는다. 부모를 통해, 아내나 남편을 통해, 가족을 통해, 혹은 친구나 회사의 

동료나 사장을 통해서 얻는다. 넷째는 활동성의 원리이다. 행복은 활동이나 일을 통해서 온

다는 것이다. 왕자가 백마를 타고 오듯이, 전기가 전선을 타고 오듯이, 전파가 공기를 타고 

오듯이, 행복은 반드시 활동이나 일을 타고 온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

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다섯째는 가변성의 원리이다. 불행의 씨

앗을 잉태하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는 절대적 

불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이별의 씨앗이 잉태하지 않는 만남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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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파괴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는 창조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섯째는 평등성의 

원리이다. 행복과 불행의 씨앗은 공평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

하고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행복의 씨앗과 불행의 씨앗이 떨어진다. 이는 마치 햇빛과 비가 

누구에게나 내리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일곱째는 전환성의 원리이다. 행복과 불행은 고정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 언제나 불행한 사람, 보통 행복한 

사람의 세 종류가 존재한다. 행복의 씨앗이 떨어질 땐 행복하고 불행의 씨앗이 떨어질 땐 불

행한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늘 불행한 것이 아니다.

표 2.3   행복의 특성

개별성의 원리 행복은 주관적이다.

다양성의 원리 행복은 물의 모양과 비슷하다.

간접성의 원리 행복은 직접적으로 구하거나 얻을 수 없다.

활동성의 원리 행복은 반드시 활동과 일을 통해 온다.

가변성의 원리 절대 행복과 절대 불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성의 원리 행복과 불행의 씨앗은 공평하게 떨어진다.

전환성의 원리 행복과 불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 최관경, 1999.

2) 행복의 조건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으로 성취감, 인간관계, 영성, 그리고 나눔을 들었다. 성취감은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반면에 성공은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낄 

때 궁극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행복이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기 때문이

다. 삶은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는 친밀함이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행복해질 수 없다. 

그리고 행복은 영성에서 온다. 영성은 이성보다 감정의 영역이다. 로버트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15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는 감정의 원인을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영성

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만이 감정과 영성을 더할 수 있는 ‘+’를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 행복한 사람은 희로애락을 경험할 때 대체로 분노,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는 기쁨과 애정과 같은 긍정적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다른 말로 말한

15 로버트 노직.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김한영 역. 김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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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어둠을 밝음으로, 미움을 사랑으

로 전환할 수 있다 하겠다. 종교와 영성의 차이는 종교는 좌뇌라면 영성은 우뇌의 영역이다. 

우뇌가 발달하면 영성과 감성지수가 높다. 나눔은 배려이다. 배려는 희생에서 온다. 시경16에 

녹명(鹿鳴)이란 단어가 나온다. ‘녹명’이란 사슴의 우는 소리를 말한다. 사슴은 다른 동물과 

달리 먹이를 보면 큰 소리로 울어서 동료 사슴을 불러 함께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빈객을 초

대하여 베푸는 잔치를 녹명이라고 한다. 나누고 배려할 때 행복하다. 왜냐하면 쾌락은 소비

되며 축적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리적 포만감은 금세 사라진다. 받는 것 또한 사라진다. 그러

나 나눔은 축적된다. 이것은 산술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고등수학으로만 이해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오복(五福)이 있다. 첫째는 수(壽), 둘째는 부(富), 셋째는 강녕(康

寧), 넷째는 유호덕(攸好德), 다섯째는 고종명(考終命)이다. 또 영국 속담에 보면 “하루를 행

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고, 일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했다. 여기에서 ‘정직’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윌리엄 라이딩스의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Rating the President)17을 보면 719

명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41대 빌 클린턴까지 41명

의 대통령의 지도력, 업적, 위기관리능력, 정치력, 인사관리를 분석한 결과 제1위는 에이브

러햄 링컨이었다. 다섯 가지의 종합 능력 순위 결과와 성품 도덕성 평가로 얻은 순위와도 일

치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과 지도력은 그 사람의 정직성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직

한 사람이 능력이 있었다는 결론이다. 정직한 삶이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

직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4. 행복의 원리와 방법

우리나라의 교육이 ‘행복지향’의 교육목적보다는 오직 ‘성공지향’의 교육목적을 신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의 노예, 학점의 노예, 입시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무모한 경쟁심 때문에 청소년들이 꿈을 잃고 좋은 대학에 입

학하려고 하는 것이 고작 꿈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절체절명 

16 시경(詩經): 춘추 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다.
17 윌리엄 라이딩스.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 김형곤 역. 한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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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학부모들의 열성 때문에 학교교육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것은 청소년들의 불행이요 나라의 불행이다.18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수

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지배하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다. 

성공지향적인 삶의 첫째는 성공하고 출세해야 내가 산다는 필승의 원리이다. 그래서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한다. 둘째는 힘의 원리인 내가 가져야 산다는 원리이다. 

그러다 보니 탐심과 투기가 평범화되었다. 셋째는 잔꾀의 원리이다.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

며 거짓, 술수, 편법, 탈법이 판을 치고 원리원칙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

들의 청문회를 보면 과연 법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있다. 넷째는 성공의 원리

이다. 마지막으로 상극의 원리이다. 여기에는 죽여야 내가 산다는 잔인한 생존법칙이 형성

된다. 그러나 행복지향적인 삶의 첫째는 일을 해야 하는 활동의 원리이다. 둘째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학습의 원리이다. 셋째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정직의 원리이다. 

넷째는 서로서로 믿고 사는 신뢰의 원리이다. 다섯째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생의 원리

이다. 

표 2.4   성공지향적인 삶과 행복지향적인 삶의 비교

성공지향적인 삶 행복지향적인 삶

이겨야 산다(필승의 원리).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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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최관경, 2003.

우리는 활동의 원리, 학습의 원리, 정직의 원리, 신뢰의 원리, 상생의 원리에 바탕을 둔 행

복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실종된 공교육을 살리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PISA 순위는 최상위권이다. 2000년 읽기 2위, 2003년 수학 

3위, 2006년 읽기 1위, 그리고 수학 3위이다. 그런데 학습기간당 성적을 보면 한국이 최하위

18 도재원. 편안한 학교, 재미있는 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행복을 창조하는 학교교육의 원리와 

방법. 75-9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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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다. 학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투자한 시간이 가장 길었다는 뜻이다. 한국 학생들의 평

일 기준 전체 공부시간은 8시간 55분이다. 핀란드는 4시간 22분에 비해 4시간 33분, 일본의 

6시간 22분보다는 2시간 33분이 많다. 학습 흥미는 31위이고 동기는 38위이며 수학 부분은 

최하위권이다. 이제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교육 대신에 행복지향의 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

와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5. 행복방정식

1) 마틴 셀리그먼의 행복방정식

마틴 셀리그먼의 행복방정식은 H=S+C+V이다. 여기에서 H는 영속적인 행복의 수준을 말

한다. S는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Set point)를 뜻하고, C는 삶의 상황(Condition of living)

을 말하며 V는 개인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Voluntary activities)을 말한다. 

여기에서 S는 누구나 50%를 가지고 태어난다. S는 뇌에 입력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불

행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문제로 보는 뇌 구조를 갖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은 같은 상황을 

기회로 여기는 뇌 구조를 지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라는 극과 극의 사고방식은 모두 뇌에 입력된 프로그램에서 기인된다. 이런 현

상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인간의 뇌와 유전자는 한 번 굳어진 

대로 고정되는 조직이 아니다. 매 순간 진화하는 부드러운 조직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

해지려는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C는 10%로, 주어진 환경을 뜻한다. 

여기에는 돈, 결혼, 사회생활, 나이, 건강, 교육, 날씨, 인종, 성, 종교 등으로 다양하다. V는 

바라보는 시각으로 40%이다. 이처럼 V는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사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의 시각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고, 부정적인 시

각으로 보면 절망으로 보인다. 심리학자 레윈(Kurt Lewin)의 장이론을 보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의 이론은 B=f(PE)이다.19 즉,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 함수관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환경 안에 있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환경과 불가피하게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의 통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존재

19 레윈(1890~1947): 독일계 미국 사회심리학 분야의 선구자로 장이론이 있다. B는 행동(behavior), P는 개인

(person), E는 환경(environment), F는 이들 간의 함수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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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볼 때에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

경을 바라보고 대하는 시각과 태도이다. 

알파벳에 ABCDEFGHIJKLMNOPQRSTUVWXYZ를 각각 1~26 숫자에 대응시켜 맞

춰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답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일(Hard Work)

은 H+A+R+D+W+O+R+K=8+1+18+4+23+15+18+11=98%이고, 지식(Knowledge)

은 K+N+O+W+L+E+D+G+E=11+14+15+23+12+5+4+7+5=96%이며, 사랑(Love)은 

L+O+V+E=12+15+22+5=54%이다. 행운(Luck)은 L+U+C+K=12+21+3+11=47%이다. 돈

(Money)은 M+O+N+E+Y=13+15+14+5+25=72%이다. 지도력(Leadership)은 89%밖에 되지 

않는다. 인생을 완전하게, 즉 100%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태도(ATTITUDE)라고 한

다. A+T+T+I+T+U+D+E=1+20+20+9+20+21+4+5=100%.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100%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행복은 돈으로 측정되거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의 평가

를 GDP에서 GNF(국민총행복)로 평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

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1인당 GDP는 늘어났지만 행복감은 변화 정도가 아니라 줄어

들었다고 했다. 1940년대의 미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 당시 미국은 통나

무집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2003~2004년 2년 동안 미용시술이 

44% 증가했고, 280만 건의 보톡스 주사, 화학박피 110만 건, 유방확대수술, 눈꺼풀, 코 성형 

등과 전원주택에 최고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렇다고 1940년대와 비교할 때 행복지수

가 높아졌는가? 그렇지 않다. 1940년대 미국의 행복지수는 7.5였지만 지금은 7.2로 낮아졌

다.20 이를 볼 때 행복지수의 높고 낮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허쉬는 이를 성장의 사회적인 한계로 풍요의 역설의 가설로 그 이유를 들고 있다. 

경제 성장의 초반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구성하는 물질경제의 확대로 만족감이 증대하지만 

성장이 진전될수록 교육과 주거, 환경, 교통 등을 둘러싼 경쟁 심화로 불만이 증대하여 행

복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GDP가 

IMF(2014) 보고서에 의하면 28,101달러로 세계 30위이다.21 그리고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다. 

20 소냐 류보머스키. How to be happy. 오혜경 역. 지식노마드. 2007.
21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28nominal%29_per_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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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는 풍요의 역설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학입학률은 90%에 근접하지만 대학입시경쟁은 살인적으로 

치열하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이르는 기업이 있지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은 더 증

대하여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110%이지만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

은 더 길어만 간다. 그래서 부탄 왕추크 국왕은 GDP에서 GNF(국민총행복)로 증진하고 있어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영국 캐머린 총리는 GDP에서 일반 웰빙지수인 

GWB를 선언하였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삶의 질의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22 

표 2.5   GDP 국가별 순위

순위 나라 달러($) 순위 나라 달러($)

1 룩셈부르크 111,716 15 캐나다 50,398

2 노르웨이 97,013 16 핀란드 49,497

4 스위스 87,475 17 벨기에 47,722

5 오스트레일리아 61,219 18 독일 47,590

6 덴마크 60,564 19 영국 45,653

7 스웨덴 58,491 20 프랑스 44,538

10 미국 54,597 26 일본 36,332

12 네덜란드 51,373 27 이탈리아 35,823

13 오스트리아 51,307 30 대한민국 28,101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2) 캐럴 로스웰과 피터 코헨의 행복공식

캐럴 로스웰(Carol Rothwell)은 영국의 심리학자이고 피터 코헨(Peter Cohen)은 인생 상담사

이다. 그들은 18년간 영국인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행복공식

을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행복공식은 P+(5×E)+(3×H)이다.23 P는 인격(personal)이다. 이는 

인생관과 적응력 그리고 유연성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뜻한다. E는 존재(existence)로, 건강, 

돈, 인간관계 등의 생존조건을 말한다. H는 고차원적인 상태(higher order)를 뜻한다. 이는 

22 국민일보. [여의도포럼-이재열] 국민행복지수는 어디에. 2010. 11. 18.
23 영국 BBC 방송. 200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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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과 기대, 그리고 야망과 유머 등이 포함된다. 코언은 사람들이 행복방정식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공식은 의외로 간단한 질문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즉, 네 가지 질문에 모두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면 10점으로 총점 100점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0점

을 주어 결과적으로 총점이 0점을 얻게 된다. 네 가지 질문은 “외향적인 변화에 대해 유연한

가”, “우울하거나 가라앉은 기분으로부터 회복이 빠르고 스스로를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가”, “건강과 돈, 그리고 안전과 자유 등의 조건에 만족한가”,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스스로

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가” 등이다.

표 2.6   캐럴 로스웰과 피터 코헨의 행복척도

P요인

(개인적 특성)

당신은 얼마나 사교적이고, 정열적이며, 유연하고, 변화에 열려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 움츠러들었다가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E요인

(생존 조건)

건강, 재정 상태, 안전, 선택의 자유, 공동체 의식 등과 관련해 당신은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H요인

(고차원 상태)

당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하며, 목적의식을 가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마다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공식에 대입하면 지수를 얻을 수 있다. 100점에 가까울

수록 더 행복하다. 공식은 생존조건이 개인적인 특성에 비해 5배, 자존심, 야망 등 더 높은 

욕구의 조건은 개인적인 특성에 비해 3배나 더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들은 이 공식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감정 상태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준 첫 번째 공식”이라고 

자평한다. 

그들이 제안한 행복해지기 위한 8계명은 첫째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

아라. 둘째는 친밀한 소수가 겉도는 다수보다 낫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끈끈히 하라. 셋째는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넷째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다섯째는 과거

나 미래에 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여섯째는 운동하고 휴식하라. 일곱째는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여덟째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기를 포기하라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볼 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인간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의식

을 추구한다. 인생의 의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는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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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가 소중한 것이기를 바란다. 셋째는  

인간은 자신의 효능감과 통제감을 추구한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능한 존재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6. 행복과 정체성

행복이란 사회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볼 때 자기 정체성은 자기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 정체성이란 나란 존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에릭슨24은 정체성 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청소년기인 13~18세 때에 정체성을 갖는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는 어린 시절이 끝나는 시기로 신체적 발달로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이며 타인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갖는 시기인 동시에 역할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역사 이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해

왔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인간이란 어찌 이다지도 기막힌 

걸작인가! 슬기롭고 고귀한 이성, 무한한 재능, 적절하고 훌륭한 형체와 동작, 행동은 천사

와 같고 이해력은 신과 같으며 이는 세계적인 미요 만물의 영장이니라.”고 외쳤다. 찰스 다

윈은 인간을 가리켜 “고등한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프로

이트는 인간을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로 보았다.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경제적 동기에 의해 

조작되는 존재’로 보았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했다. 그들의 주

장은 인간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찰스 다윈이 인간을 고등한 동물로 봄으로써 짐승

과 같은 현대인들의 광기를 보게 되었고, 프로이트의 주장은 결국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으

며, 칼 마르크스의 주장은 인간을 물질로 전락시켰고, 실존주의는 오히려 실존을 상실시켰

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가격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가치로서의 존재이다. 가격은 대량생산을 통한 수량으

로 환산한다. 그러나 가치는 의미이다. 가격은 둘 이상이 존재함으로써 둘 사이에 비교로 이

루어지는 것이고, 가치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

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있다. 그 그림의 가격이 무려 14경이라고 한다. 이는 가격으로 

24 에릭슨(1902~1994):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로 자아 심리학 이론 등에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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