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사람들에게 “요즘 걱정거리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하고 물으면 거의 다 선뜻 대답을 못한다. 마

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앞에 둔 학생처럼 쩔쩔매면서 혼잣말로 “뭐가 있을까? 도대체 나한테 걱정거리가 

뭐가 있지?” 하면서 한참 동안 머뭇거린다. 그러고는 결국, 이렇게 대답한다.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

도……, 없어요!” 이 책은 덴마크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뭔지, 어떻게 해서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

한 나라가 되었는지 알기 쉽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행복과 국가와 개인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

각해 볼 수 있다.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밀

오연호 글 | 김진화 그림 | 112쪽

 6학년 1학기 사회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6학년 2학기 사회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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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를 조사해 보자.

 실업보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병원과 덴마크 마을 주치의 제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덴마크에는 ‘가정주부’ 란 말이 없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덴마크의 공립학교, 사립학교, 자유학교, 인생학교, 성인 자유학교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버는 돈의 36퍼센트, 많게는 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데도 덴마크 사람들이 꺼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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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

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은 과연 무엇인지, 부모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점검

해 볼 수 있다. 국제연합(UN)은 2012년부터 세계 행복 보고서를 내고 있다. 조사 대상 나라 

1000명에게 네 가지 주제로 묻는다. ‘첫째, 당신이 곤란한 처지가 되었을 때 부탁할 사람이 

곁에 있는가? 둘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셋째, 시민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가? 넷째, 당신 나라의 정부와 기업의 부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 조

사에서 덴마크는 2012년과 2013년, 2016년 세계 1위를 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덴마크 사

람들이 행복한 까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알 수 있다.



( 독전 활동 )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를 들고 발표하기 

 5분 안에 즉흥으로 써 본다. 

 선생님이 질문지를 걷고, 색다른 의견을 쓴 친구 다섯 명을 뽑아 발표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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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1 )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까닭 다섯 가지를 꼽고 발표하기 

 책을 읽고 난 뒤 덴마크 사회에서 가장 부러운 것 다섯 가지를 들게 한다.

 선생님이 질문지를 걷고 다섯 명을 뽑아 발표하게 한다. 

( 독후 활동 2 )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세 가지씩 꼽고 발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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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아이들과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국가의 문제이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는 무엇부터 해 나가야 할까?’ 하고 물으면 거의 다 ‘개인’이 해야 할 일을 들 것이다. 행복한 대한

민국이 되려면 물론 개인이 솔선수범해야 할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 있다. 덴마크를 보더라도 그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덴마크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에 견주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아이들

과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