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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_따뜻한� 인성교감� ‘나,� 너,� 우리’

Warm� Human� Understanding� among� You,� I,� and� Us�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바로� ‘인성’� �

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요구하고�있는� 지금,�

타인을� 존중하는�마음과� 공동체적� 인성함양을�통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에게�보다� 따뜻한� 인성교감을�전해주고자� 한다.

Character� building� is� most� needed� for� children� who,�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have� been� forced� to� live� without� sufficient� face-to-face� human�

interaction.� Now� more� than� ever� we� need� values� that� enable� coexistence.� With� a�

focus� on� nurturing� respect� for� others� and� a� sense� of� community,� this� session�

delivers� the� value� of� warm� human� understanding� among� you,� I,� and� us,� who� cannot�

exis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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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세션� 2

▣� 10월� 31일(토)� 10：00� ~� 12：00｜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 10：00� ~� 12：00,� Oct.� 31(Sat)｜Gurume� resort� Garden� Stage

사회자

Moderator

심정옥

Shim� Jeong� Ok(Announcer)

연설자

Speaker

발표� 1� :� 임영주(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장)

Presentation� 1� :� Lim� Young� Ju(LYJ� institututeof� parental� education� Head� Director)

발표� 2� :� 김미정(북큐레이션협회장)

Presentation� 2� :� Kim� Mi� Jung(Korea� Book� Curators� Association� President� of�

association)

발표� 3� :� 정범균(방송인)

Presentation� 3� :� Jung� Bum� Kyun(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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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성� 명 심정옥

소� 속

직� 함 사회자

연구분야 문화예술경영

이메일 simpress@naver.com

학력 국립안동대학교�음악과�졸업

이력

2020� 세계유산축전�축하행사� /� 선유줄불놀이� MC

2020�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동행세일�사랑나눔축제�MC

2019� IMACO� 국제총회�및�교류행사(필리핀�바콜로드)� MC

2019� 경주�화백� MICE� 포럼� MC

2019� 제6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세션� MC

3.1운동� 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독립의� 횃불� MC

평창� 동계�올림픽� 한ㆍ중� 교류�음악회� /� 서예� 교류전� MC

러시아�모스크바�국제군악축제� /� 교민행사� MC

전)� 성남�아름방송�아나운서� /� LG혤로� 영남방송(구.CJ헬로)� 메인�아나운서

현)� MBC,� KBS,� LG헬로� 방송�진행자� /� 클래식음악�전문MC� /� 내레이션�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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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or
Name Shim� Jeong� Ok

Affiliation

Title Announcer

Field� of� Study

Email simpress@naver.com

Academic�

Background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Music,� Andong� National�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2020� MC,� Seon� Yu� Julbul� Nori� /� World� Heritage� Festival� Celebration� Event

2020� MC,� Love� Sharing� Festival,� Korea� Donghaeng� Sal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9� MC,� International� General� Assembly� and� Exchange� Events,� IMACO(Bacolod,�

the� Philippines)

2019� MC,� Hwabaek� MICE� Forum,� Gyeongju

2019� MC,� The� 6th�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Sessions

MC,� The� torch� of� independence� Commemo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Rev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MC,� Calligraphy� Exchange� Exhibition� /�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Korea-China� Exchange� Concert

MC,� Korean� Residents'� Event� /� International� Military� Music� Festival,� Moscow,�

Russia

Former)� Seongnam� ABN� Announcer� /� LG� Hello� ABN� (former� CJ� Hello)� Main�

Announcer

Present)� MBC,� KBS,� LG� Hello� Broadcaster� /� Classical� Music� Professional� MC� /�

Narration� Voice�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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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성� 명 임영주�

소� 속 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직� 함 소장

연구분야 부모교육�

이메일 idealyj@hanmail.net

학력

가천대학교�문학박사�

중앙대학교�교육학석사�

가천대학교�문학석사

이력

<대학� 강의�경력>

가천대학교�강의� <대학국어>� <현대문학>

신구대학교�강의� <아동문학>� <유아� 언어�교육>� <유아논리논술>

<경� 력>

-� 유아교육기관�및� 방송국� 자문위원

-� 방송출연� (부모교육,� 황혼육아,� 아빠교육,� 육아코칭)

EBS� <부모>� <다큐프라임>� <육아를�부탁해>� <부모광장>� <부모�이슈� N� 맘>

MBC� <생방송� 오늘아침>� <여성토론�위드>� � <다큐프라임>�밥상머리교육

KBS� <무엇이든�물어� 보세요>� <대한민국�행복발전소>

� � � � � <아침마당>� <시사진단>� <행복특강>

SBS� <생활경제>� <현장� 21>� 아빠교육

MBN� <보물섬>� <신세계>�황혼육아

JTBC� <여보세요>� 황혼육아

스토리온� TV� <미라클스토리�탄생>� 스칸디�육아

불교TV� BTN� <소통과� 공감>� 부모교육

TV� 조선� <법대법>� 자식농사�제대로�짓는� 법

<국회방송>� 인성�특강� ‘밥상머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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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대학� 교재�저서>

-� 유아�언어교육의�이론과� 실제(대학교재)

-� 아동문학의�실제와� 전달매체(대학교재)

<에세이>

-� 이쁘게�말하는� 당신이� 좋다

� 아� 삶의�비밀은� 여기에� 있단다

<부모교육서>

-� 엄마가�알려주는�아이의� 말공부

-� 임영주�박사의� 그림책� 육아

-� 하루� 5분� 엄마의� 말습관

-� 우리�아이를� 위한� 자존감�수업

-� 아이의�뇌를� 깨우는� 존댓말의�힘

-� 엄마,� 내� 아이를�부탁해

-� 나는�왜� 아이와� 말할�때� 화가� 날까-� 엄마라서�행복해,� 내� 아이라서�고마워

-� 큰소리�내지� 않고� 우아하게�아들� 키우기

-� 아이의�사회성� 부모의� 말이�결정한다

-� 아이의�사회성� 아빠가� 키운다

-� 부모들은�모르는� 내� 아이의�사회생활

<동화>�

-� 전통문화�그림책� 시리즈� 1� ~� 10권

<동시>

-� 말문이�빵� 터지는� 의성어�동시/� 의태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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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Name Lim� Young� Ju

Affiliation LYJ� institutute� of� parental� education

Title Head� Director� �

Field� of� Study parental� education

Email idealyj@hanmail.net

Academic�

Background

Ph.D,� Gachon� University

M.A� in�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M.A,� Gachon�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Lecturing>

Gachon� University� -� University� Korean,� Modern� Literature

Shingu� College� -� Children's� literature,�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Logical�

thinking� &� writing� for� children

� <Other� career>

-� Advisor� for� child� education� centers� and� broadcasting� companies

-� Broadcasting� (Parental� education,� child� rearing� by� grandparents,� paternal�

education,� child� rearing� coaching)

EBS� -� (Program� names)� Parents,� Docu� Prime,� Please� Look� After� My� Child� Care,�

Parents'� Square,� Parents'� Issue� N� Moms

MBC� -� (Program� names)� On-Air� This� Morning,� Female� Discussion:� With,� Docu�

Prime� (theme:� education� at� dining� table)

KBS� -� (Program� names)� Ask� Anything,� Happy� Power� Plant� Korea,� AM� Plaza,�

Diagnosis� on� Current� Affairs,� Special� Lecture� for� Happiness�

SBS� -� (Program� names)� Daily� Economy,� On� Site� 21� (theme:� paternal� education)

MBN� -� (Program� names)� Treasure� Island,� New� World� (theme:� child� rearing� by�

grandparents)

JTBC� -� (Program� names)� Hello� There� (theme:� child� rearing� by� grandparents)

Story� On� TV� -� (Program� names)� Miracle� Story,� Birth� (theme:� Scandi� child� rearing)

BTN� -� (Program� names)� Communications� and� Empathy� (theme:� Parental� education)

TV� Chosun� -� (Program� names)� Law� vs.� Law� (theme:� How� to� do� proper� child� rearing)

National� Assembly� Television� -� (Program� names)� Special� Lecture� for� Personality�

(theme:� Education� at� Din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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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Background

<Writing� university� textbooks>

-�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Theory� &� Practice

-� Status� and� Delivery� Media� of� Children's� Literature

<Essay>

-� 'I� Like� You� Who� Beautifully� Speak',� 'Dear� My� Daughter,� Here's� the� Secret'

� <Book� for� parental� education>

Children's� Speech� Learning� Taught� by� Mom

Child� Rearing� with� Picture� Book� by� Dr.� Lim� Young� Ju

Mom's� 5-Minute� Habit� of� Speaking� a� Day

Lesson� for� Self-Esteem� for� My� Child

-� Power� of� Polite� Speaking� that� Stimulate� Child's� Brain

-� Mom,� Please� Take� Care� of� My� Child

-� Why� Am� I� Angry� When� Talking� to� My� Child

-� Happy� to� Be� Your� Mother,� Happy� that� You� are� My� Child

-� Raise� My� Son� Gracefully� Without� Screaming

-� My� Child's� Social� Skills,� Decided� My� Words

-� Social� Skills� of� My� Child,� Nurtured� by� Father

-� Social� Activities� of� My� Child� that� I� Don't� Know

� <Children's� storybook>�

-� Picture� book� series� for� traditional� culture� (Vol.� 1� -� 10)

� <Children's� poem>

-� Onomatopoeia/Ideophone� Poem� that� Boost�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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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 관리)� :� 자기존중,� 습관,� 책임

임영주(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소장)�

주요� 키워드

자기존중� :� 자존감과� 강점� 알기

습관� :� 삶의� 가치를� 높이는� 나의� 모든� 것

책임� :�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 /� 어디서든� 적응� 잘하는� 세계적인� 나

코로나 19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팬데믹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자주 쓰인다. 그러면서 알베

르 카뮈의 <페스트>를 읽는 사람이 많아졌다. <페스트>에는 비겁한 사람, 특이한 기자 등 다양

한 인간군상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의사 리외에 주목한다. 전염병에 걸려 생사 위기에 놓인 

도시에서 우리가 찾는 부분은 바로 ‘휴머니티’ ‘휴머니즘’이다.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리외는 

‘휴머니즘’을 구현한 사람으로 인상 깊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공동체 의

식, 성실성 등 인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더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인성인 것. 

인간이 갖출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인성이지만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돌보고 가꾸어

야 빛나며 비로소 그 사람의 앞길을 비춰 준다.

인성은 ‘나에 대한 성찰’로 시작된다.

BTS가 2018년 9월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주제는 ‘LOVE MYSELF, 나 자신을 사랑하자’

였다. 

서울 근교의 일산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룹의 리더 RM은 어린 

시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라면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BTS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연설에서 RM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에 대해 말해달라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고 강조한다. 

RM(BTS)은 연설 곳곳에서 인성을 잘 보여주었다. “지금의 방탄이 있는 것은 동료 멤버가 있

었고 팬이 있었기에, 그리고 LOVE MYSELF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책

임’을 느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타인에게 공을 돌리고 감사를 하며 책임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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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 결국 인성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자연스레 나타난다. 낭중지추, 주머니에 든 송곳처럼.

우리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나를 안다는 것은 인성의 기본이다. 지금부터 3분 안에 나를 소개해보자.

이름, 나이, 가족, 좋아하는 것, 목표, 꿈, 잘하는 것.....

1.� ‘나’� 알기

- 나에 대해 아는 의미

   1) 나를 성찰하고

   2) 나의 목표를 알고 나아가며

   3) 나와 내 나라(전통과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나’가 되는 

     “너에 대해 말해 주겠니?” 

      나에 대한 분석과 통찰

   

- 자존감 높은 나(자존감 3요소)

   자기효능감 : 나의 강점 알고 계발하기

   안전감 : 긍정적 내부작동모델 습관화하기

   조절감 :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해서 행하기

            절제력 / 통제감 키우기 

   

2.� 습관

- ‘습관이 이야기’ 

3.� 책임� :�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능력� 있는� 사람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족 

  *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체크해 보기 

  :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적다면?

  : 일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면 어디서든 적응력 높은 ‘유능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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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elf� (Self-management)� :� Self-respect,� Habit,�

Responsibilities

Lim� Young� Ju(LYJ� institututeof� parental� education� Head� Director)

Keywords

Self-respect:� Get� to� know� dignity� and� my� own� strength

Habit:� Everything� that� elevates� the� quality� of� life

Responsibilities:� Myself� who� does� all�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 Myself� who� is�

pretty� international� and� capable� to� adjust� anywhere

COVID Blue is a term, along with the pandamic of COVIID-19 , which is often used   

these days. There are more people who are reading ‘The Plague’, by Albert Camus. In the 

novel, there are various types of people: cowards or odd journalists. Here, people pay 

attention to Dr. Rieux. It is humanity or humanism that we look for in the city in crisis of 

human lives due to the pandemic. Dr. Rieux leaves a great impression as a person who 

realizes humanism by   sincerely doing his job as a doctor. His personality not only shines  

 in general but even more so in crisis by illustrating universal human   values, a spirit of 

community and sincerity when humans are at brinksmanship.

Personality is one of the basic human values, although it is not naturally created: humans 

need to bring it up and takes good care of it in order to make a good use of it to shine 

through the future. Personality is formed from self-reflection.

BTS, the K-pop band, delivered their speech at the UN in September 2018 under the 

theme ‘Love Myself’. RM, the leader, introduced himself as an ordinary boy who was born 

in a city called Goyang near the capital of South Korea. He said he used to imagine 

becoming a hero who saves the world while feeling overwhelmed by looking at stars in the 

sky. However, he soon lost the idea of ‘himself’ as he grew up. What BTS emphasized at 

the UN’s General Assembly is ‘Who am I’ and ‘Loving myself is the beginning of genu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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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During the speech, RM emphasized some questions such as ‘What is your name? 

Speak your mind’.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show RM’s or BTS’ personality in the every moment of the 

speech: RM mentioned, “It is my teammates and our fans who make what is BTS now. 

We feel a great responsibility that we can help many others with the ‘Love Myself’ 

campaign, so we’ll continue to do so. The way they appreciate others for their achievement 

and feel some responsibilities demonstrate their personality. Talent will show itself.

Let us start with the question, “Who am I?”. Getting to know myself is the basis of my 

personality. Let us introduce ourselves for three minutes: My name, age, family, what I like, 

my goal, dream and what I do well.

1.� Getting� to� know� ’myself’

- What it means to get to know about myself

   1) Look back on myself

   2) Figure out my goals to move forward

   3) To become an international person who also is knowledgeable of my own country  

      (traditions and culture), 

     “Speak your mind?” 

      Analysis and reflection on myself

   

- Myself with high dignity (3 elements of dignity)

   Self-efficacy: get to know what my strength is to develop

   Sense of safety: internalize positive internal working model

   Sense of controlling: carry out what to do and what not to do through clear 

   classification

   Building self-contro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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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bit

- ‘Habit equals story’ 

3.� Responsibilities� :� The� more� I� can� do,� the� more� capable� I� am.

Helicopter parents

Kangaroo parenting 

  * Check out what I can do for myself

  : What if there aren’t many things that I can do for myself in daily life?

  : ’Capable me’ who is easily able to adjust to anywhere once I become a capable 

    person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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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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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사)한국북큐레이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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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북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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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문헌정보교육과�박사�과정(현)

건국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언론‧출판학�석사
경남대학교�사범대학�교육학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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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레이션�저자

논문

� � :� 중년기�여성의� 독서행태가�자아존중감�및� 삶의� 만족도에�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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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책의� 해,� 북큐레이션의�힘�서울프레스센터초빙�토론자

2017년�국립중앙도서관� e-러닝�북큐레이션�강사�외�사서�및�사서교사�대상�연수�다수�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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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for� e-learning� book� curation� at�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7)� &�

various� trainings� for� librarians� and� librar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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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 우리의� 공존을� 위한� ‘수영장’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공동의� 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미정((사)한국북큐레이터협회� 협회장)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맺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단어‘스

트레스(stress)’의 대부분은 일의 내용이나 어려움에서 비롯되기보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

가 많아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인간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들은 여러 분야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

가 많다. 상대방을 향한‘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난처한 내 입장을 이해해 준다면 좋을 텐

데 하는 서운한 마음’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다시‘소통의 부재’로 이어져 말이 통하지 않

는 단절로 이어진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타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걸림돌이 되는 원

인이 된다. 

1.� 혼자� 살� 수� 없는�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 까지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관계의 폭

이 넓어지고 다양화 된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개인의 행복한 삶의 목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이를 이루어가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나와 다른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인성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인성은‘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

다운 면모, 성질, 자질, 성품, 덕성, 인류 보편적 가치와 덕목, 사회적 특수성에 기초한 덕목 및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성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한다. 자기존중(자신감, 자아수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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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현, 자기통제), 타인존중(권위의 존중과 수용, 예의범절, 효, 사랑, 배려, 정직, 신뢰), 민주시

민의식(준법정신, 봉사정신, 협동정신,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의 세 영역으로 분

류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인성교

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가치·덕목으로‘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마음가짐, 사

람됨과 관련된 것’으로 인성의 구성요소를 재정리하고 있다. 

2.� 타인을� 존중하는� 가치

살펴본 인성의 구성요소 중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타인 존중’의 영역은 혼

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에 

있어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배제한 개인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은 결국 개인이 지향하는 행

복한 삶에도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을 존중함에 있어‘효, 배려, 소통’은 

인성의 덕목과 핵심가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갈등 해결

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1) 효(孝)
효(孝)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바탕이 되는 자녀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는‘부모

를 섬기는 도리’이다. 윤리적 의의를 포함하는 좀 더 넒은 의미로는‘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와 

‘부모의 신뢰에 대한 자녀의 진실한 응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형적인 동양적 사고라 할 수 

있는 효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사상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민족 고유의 정신으로 여겼다. 효가 

확대되면 형제자매 간에는 우애와 경애로 발전하게 되고, 타인에게는 공손함으로 나타난다. 진정

한 효도 정신은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른다. 

 

2) 배려(配廬) 
배려(配廬)는 짝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전적으로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뜻한다.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배려

는 서로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타인의 필요와 행복에 책임을 느껴 상대

를 보살피고 돕는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배려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을 기본으로 하여 타인을 돕는 친절, 타인의 잘못에 대한 관대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관용

의 덕이 필요하다.

3) 소통(疏通)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갖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여 서로 오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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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로 표현되며, 상징을 통한 정보, 아이디어, 정서, 

기능 등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전달함에 있어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사회공동체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곳이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소통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

로부터 출발하는 소통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 

  

3.� 공존을� 위한� 노력�

결국,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은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비롯

된다. 그렇다면 모두의 행복을 위한‘따뜻하고, 친밀한, 공존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서로 다름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기에 성공한 악어와 기린

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찾아보고자 한다.  

 

악어와 기린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어디를 가든 함께 가고 싶고, 무엇을 하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다. 서로 어찌할 수 없는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둘은 함께 살아가

기로 한다. 

그런데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다. 악어의 집으로 옮겨 온 기린은 집 안에 짐을 들여놓을 수도 

없고, 집 안에서 서있기 조차 불편하다. 악어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데다가 밤이 

되어도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다.  

기린의 불편함을 지켜보던 악어는 기린의 집으로 가서 살기로 한다. 그러나 짐작대로 이제는 

모든 것이 악어에게 불편하다. 기린을 마주 볼 수 없는 높은 식탁도, 매번 까치발을 들고 열어

야 하는 문도, 오르내리기에 안간힘을 써야하는 계단도, 기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악어의 하

루하루를 힘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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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어찌할 수 없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기 위해 애썼지만, 악어와 기린은 점점 지쳐갔

다. 당연히 갈등도 생겼다. 그러나 둘은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기로 했다. 악어와 

기린은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듭 고민한 끝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집’

을 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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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적� 인성� 함양� � �

세상이 변하니 사람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물질에 집착하고 우선하는 현대인들, 누구나 바쁘

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이웃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 외면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옛날과 같은 

대가족관계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가족 간의 융화감이 부모와 자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화

로 이질화되어가면서 가족구성원간의 전통적인 효 사상 또한 결여되고 있다. 

기린과 악어가 공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마

지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어와 기린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공간을 만들어 내었

다. 높이가 다른 계단, 위치가 다른 문고리 등 함께 지은 집은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공간이다. 공존을 위한 최고의 가치는‘수영장’에 있다. 서로 마주 마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영장은 소통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장치이자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도치 않은 인간관계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학교 수업과 비대면 사회적 활동으로 가정에

서 가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보다 크다고 한다. 요즈음 표현으로 웃픈(웃기고 슬픈)현

실이다. 자칫 가족이기에 타인을 대하는 예의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

지만 사실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의 거실에도 악어와 기린의 수

영장이 필요한 까닭이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개인의 입장보다는 공공의 

입장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연결이 평화롭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사

회가 되어야 한다. 이에‘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인간성 보다는 우리를 먼

저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적 인성 함양’이 중시되어야 하며, 교육 현장의 목표도, 삶의 목표도 

공동체적 인성 함양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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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wimming� Pool”� for� You,� I,� and� Us� to� Get� Along

—� Values� shared� to� create� a� community� where� people�

can� live� and� prosper� together� —

Kim� Mi� Jung
(Korea� Book� Curators� Association� President� of� association)

We continuously to build and maintain various relationships with others because we are 

social beings unable to live in isolation. Nevertheless, establishing amicable relationships is 

not easy. People talk about stress all the time, but such stress usually stems more from our 

human relationships than from the details or difficulty of our work. In other words, 

relationship issues are major stressors. Naturally, how to make smooth relationships is a 

frequent topic in various fields. 

You are often stressed out when a person with whom you are involved does not care for 

you and vice versa. First, you are disappointed when you feel your partner does not care 

enough to understand when you are in a tight spot. Misunderstanding begins, hindering 

communication until you completely stop talking to each other. This lack of communication 

not only leads to a clash of opinions but also prevents individuals from leading a happy 

life and whole communities from creating a caring society. 

1.� We� who� cannot� live� in� isolation

Human beings are social animals in that they live among others from the womb to the 

tomb. A baby has a loving bond with its parents. With that as a start, relationships 

continue to be established with various people during the socialization process. Having 

productive relationships is essential to living a happy life. Thus, we as humans should 

prepare a basic plan for good relationships and put it int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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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haracter can be said to be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a sense of community 

in which you live with others. The dictionary may define a person’s nature as his or her 

personality or disposition, but the term “human character” carries various connotations, as it 

implies both comprehensive and abstract concepts. In general, “human character” refers to 

those human aspect, temperaments, qualities, dispositions, and virtues that we humans 

should desire and achieve; as well as universal values and virtues of humankind; virtues 

peculiar to each society; and core competencies for leading successful lives in future society.

The elements that make up this human character can be classified into one of three main 

areas, although opinions differ on some of the details: (1) self-respect (self-confidence, 

self-acceptance, self-expression, and self-control); (2) respect for others (respect for and 

acceptance of authority, social manners, filial piety, love, consideration, honesty, trust); and 

(3) democratic citizenship (respect for law, public spirit, cooperation, responsibility, sense of 

justice, patriotism, awareness of the nee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put into law in 2015 rearranged elements of character, stipulating 

that its core values and virtues are “a mental state involving courtesy, filial piety, honesty, 

responsibility, respect, consideration, communication, cooperation, etc.; or core values or 

virtues related to the humanity of human beings, which are the goal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2.� The� value� of� respecting� others� ation,� and� communication� are� essential�

components� that� enable� virtues� and� core� values� of� character� to� be�

executed� as� well� as� the� basis� of� communication� skills� to� resolve�

conflict.� The� definitions� for� each� word� follow:

1) Filial piety (孝 Kr. hyo)
Filial piety refers to the behavior of children based on the respect for their parents or a 

virtue of respect for one’s parents as defined in the dictionary. In a broader sense covering 

ethical significance, filial piety is “an appreciation of the origin of life” and “a sincere 

response from children to the trust of their parents.” Koreans regarded this typical Asian 

thought as a unique mindset conceived before Confucianism came to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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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affection among siblings and politeness toward 

others. Ultimately, it is about respecting elders and care for one’s juniors. 

2) Consideration (配廬 Kr. baeryeo)
The Korean word for consideration consists of two Sino-Korean characters (one of a pair 

+ think), meaning care from your mate. The dictionary defines it as caring to help or look 

after others. Both are premised on a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someone other. In 

other words, consideration is a moral act of caring and helping others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needs and well-being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you have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ing considerate requires kindness (a quality of being 

sympathetic and showing helpful nature), forgivingness (a quality of being able to forgive 

and show mercy), and compassion (a deep awareness of and sympathy for another’s 

suffering).

3) Communication (疏通 Kr. sotong)
Communication, which is an essential factor in ha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ans 

transmitting thoughts or feelings freely and openly, letting there be no misunderstanding. 

With language as a tool, communication is an ability to effectively convey and accept 

messages when delivering information, ideas, emotions, and functions via symbols both 

personally and socially. Communication is a crucial virtue in a community, where you live 

together constantly expressing and accepting opinions to and from others with whom you 

share a relationship. Listening to others is the first step for good communication, which 

encourages cooperation to solve community issues.

 

3.� Efforts� for� coexistence�

After all, shared values and human well-being, which are essential to living together, stem 

from warm and intimate human relationships. Then, what should we do to have such 

relationships for coexistence? Let’s take some inspiration from a story of a crocodile and a 

giraffe that manage to get over differences and end up happily liv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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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crocodile and a giraffe that are happy with each other. They want to be 

together wherever they go and whatever they do. Yes, they have differences, which can’t be 

helped, but they decide to live together. 

Living together, however, turns out to be not easy from the start. After moving into the 

crocodile’s house, the giraffe finds it difficult to carry luggage into the house and even 

stand inside. She can’t talk to the crocodile face to face or lie down comfortably for a 

good night’s sleep. 

After witnessing all the giraffe’s discomfort, the crocodile decides to move into her house 

instead. As you might have guessed, however, it is the crocodile’s turn to suffer. Everything 

in her house makes his day worse: The dinner table is too high even to see the giraffe in 

the eye. The doorknob is out of reach so that he should stand on tiptoe to open the door. 

It is a hard climb up the steep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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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dmit that they are born different and work hard to be together, but they are 

helpless and grow tired. No wonder, trouble arises between them. Nonetheless, they are 

determined to make their word good. After considering every option, they decide to build a 

new house where they can comfortably live together.

4.� Character� building� for� a� successful� community�

People change as the world around them changes. For modern people who are busy 

every day and prioritize wealth and material possessions, paying attention to their neighbors 

is never easy. On the contrary, they might think that just minding their own business is the 

wisest decision. A strong family connection, which used to be the highest value in the 

traditional extended family system, is now loose as nuclear families consisting only of two 

parents and their children are far more common. As a result, filial piety is losing it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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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habitation, the crocodile and the giraffe in the story above choose to understand 

and accept each other for what they are. The last picture describes a place reflecting how 

considerate they are of each other. Two sets of staircases with different riser heights and 

two doorknobs on one door, one of which is high and the other is low, indicate that they 

accept their differences. The best value for coexistence is embodied by the swimming pool. 

The pool, where they can talk, looking into each other’s eyes, is a testimony to the 

difficulty and the best way of communication. 

We are experiencing unexpected inconvenience and difficulties in maintaining relationship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s schools and workplaces are closed under social 

distancing, most families being copped up are becoming more frustrated with their kids 

studying at home and their partners working from home. The situation is tragicomic. You 

might think that you do not have to be polite to or considerate of your family members, 

but in fact, they should be your priority in term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Maybe we need that swimming pool inside our home. 

Now more than ever we need values that enable coexistence. Appreciating the public 

good is more important than sticking to personal interests. As social beings who cannot exist 

alone, we are hardwired to connect with each other. This inevitable connection should take 

place peacefully, ensuring a happy life for everyone, through good social communication. 

Thus, we commit ourselves to character building, which put the group (“us”) and the 

community before the individual (“I”), and refrain from being egoistic and self-centered. 

Also, character building should be the top priority both in education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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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직� 시민성�

정범균(방송인)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행동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시민성 시민 의

식이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시민성의 기초는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행동이 나올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것을 배우는데 좋은것만 배우는것은 아

닙니다. 

나쁜것도 배우게 되는데 이것들을 따라 다니면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바로 잡아 줄수는 없습

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올바른 시민성을 가지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에도 종류가 많은데 부모님이 바라는 정직 선생님이 바라는 정직 사회에서 바라는 정직 

정직에도 종류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정직은 

바로 나 스스로 정직한 것입니다.

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시민성을 가진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꼭 배워야할 시

민성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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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Honesty,� Citizenship�

Jung� Bum� Kyun(Creator)

We cannot live alone. In order for us to live as the right members of this society, 

learning Korean language, English and mathematics is important, but we must have the 

right behavioral thinking and values. It is called citizenship and civic consciousness.

Justice is the basis for proper citizenship. Only when our children have a just heart can 

they correctly behave. 

Children learn a lot at home and school while living in the society, but not everything 

they learn is good.

Although children learn bad things, parents and teachers cannot always follow and 

correct them. 

So, what should children do to have a just citizenship? The answer is honesty. 

There are many types of honesty, but the honesty that parents want, the honesty that 

teachers wants and the honesty that the society wants are all different. 

The most important honesty is to be honest with yourself.

Unlike before, our children with honest and just citizenship must learn a new citizenship: 

digit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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