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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행복률의 수준이 낮은 국가라는 것을 알고 저희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전해주기 위한 여러 활

동을 실시함으로써 전달되어진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게 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행복이 넘치는 세상, 즉 따스한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노력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공동선을 실천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크게 여섯 가지 노력을 실

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원에 가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 역할을

하며 행복하게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요양

원을 청소하고, 진지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안마와 말벗을 하였습니다. 그 중

악기 연주를 하며 흥을 돋워 드렸을 때 어르신들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행복글귀를 제작하여 길거리의 사람들, 학교의

선생님들께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글귀를 받음으로써 그 글

귀를 떠올리며 좀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길거리의 모르

는 사람들도,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자 저희도 저절로 기분

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행복 블로그를 인터넷 상에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 블로그를 통해 힘이 나는

글귀를 보며 기쁨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올리

는 저희들은 마음이 풍족해졌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자신이 행복할 때를 설문조사

한 것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신이 행복할 때를 떠올리며 지금

의 기분이 그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머

뭇거리다 나중에는 얼굴에 미소를 띄며 열심히 적는 아이들을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의 실천은 행복글귀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실천은 반

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나가며 보는 반의 아이들과 게시하기 위해 행복글귀를 조

사하던 저희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칭찬을 통한 행

복 전하기입니다. 친구의 성격, 행동 등을 유심히 보아 장점을 찾아내 칭찬을 실시

하는 것인데 받는 아이들도 하는 아이들도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따스한 행복을 느

낄 수 있었던 실천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지만

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이 이미 와 있음

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

기혜선 - 우리나라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고, 사람들

이 행복글귀를 받고 모두 행복해고 미소를 띠는 것을 보고 나 또한 행복했다.

김소희 -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고 사소한 것으로

도 충분히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행복을 주기 위해 직

접 활동을 실천한 것이 의미가 깊게 느껴졌고 즐거웠다.

이지원 - 행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나도 행복하고 뿌듯했다. 또,

좋은 경험을 해서 기쁘고 즐거웠다.

최하정 -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행복글귀 中 >

행복을 위한 삶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강도 처음에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룬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물과 어울려야 
한 방물 물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만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순간이 모여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너무 슬픈 어제가 아니라 너무 즐거운 오늘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복한 삶이
다.    

-김정한 에세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