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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인간은소중해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피부색이 검든 희

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모든 인간은 매우 소중하고 귀하

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돈

이 많다든지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자라

났으며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인간으로

서의 기본적인 소중함은 똑같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예쁘고 잘생겼다면 어땠

을까?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키가 크고 날씬하다면 어땠

을까? 모두 똑같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면 어땠

을까? 모두 똑같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모

든 어린이가 똑같이 행복했을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책임이 있

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이다. 어

린이도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

람이며, 장차 자라서 우리의 미

래를 이끌어 나갈 존재이다. 따

라서 우리 모두의 앞날을 위해

서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은 똑

같이 보호받아야 하며, 어린이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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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한 명은 몸도 마음도 건강

히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친구

들과 노는 사이에 하루 종일

힘들게 노동을 해야 하는 어린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

기 위해 노력할 권리, 학교에 가서 교육을

제 로 받을 권리, 음식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할 권리 등이 물론 있다. 모든 어린이들

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들은 마땅

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러한 보

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리

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한 존재이다. 서로가 서

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다

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

다. 우리 자신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치 나무를 가꾸고 숲을 가꾸듯

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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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사례를함께읽어보고물음에답해보자.

»•˚ 1

한 초등학교 4학년인 호나는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 작은 셋방으로 이사를 한 식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서 하루하루 일을 하셔서 겨우 먹고살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병이 나 누우시면

서 약값과 병원비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호나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신 어

머니께서 매일매일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호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돌리니 물이 나오

지 않았다. 수도세를 내지 못해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호나는

그날부터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나면 빈 물통을 들고 뒷산 약수터에 가서 마시고

씻을 물과 밥 지을 물을 길어 와야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나네 집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호나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이 어두워지면 양초를 켜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빨리 숙제를

해 놓고 일찍 자는 척

하기도 했다. 가스가 끊

긴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자리에 누워 계신 아버

지께서는 눈물만 흘리

신다. 호나는 아무렇지

도 않은 척했다. 하지만 사

실 몹시 걱정스러웠다. 앞으로 어

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스럽고 무서웠다.

함께 해 보기



113

¡ ¨£‡“¿˝̈£‡“ ¡̀•˙ „•¡·´ ¶» ˝˛ ` ˙†† –˙ ” ‚ . 

¡ ¨£‡“¿¡ ˙˚ ¿˙˝” „«ø̨¡ ? 

¡ £̈‡“˙ »¨¿¡ …› ¶˙ ˝Ø»”‚̈ £̇ ` ˙–?  

¡ ¿‚fi¡ £̈‡“‚ƒ §̇ ˙ …·´ ˇ” „«ø –̌?



114

호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수업을 받고 있던 호나

가 교실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양호실로 옮겨진 호나는 깨어나지 못해 앰뷸런스에

실려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걱정이 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호나가 입원한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의사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놀라서 직장에서 달려오

신 호나 어머니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호나가 큰 수술

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호나 어머니께서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시며

울기 시작하셨다. 병원에서는 돈을 미리 내지 못하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호

나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호나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실 수 없게 되

었다. 호나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면 호나네 가족은 돈이 없어 생활을 할 수

없다. 호나 아버지께서는 몸이 아프셔서 몇 년째 누워 계시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호나가 몹시 걱정스럽고 호나 가족의 처지에 몹시 가슴이 아팠다. 친구들은 호나네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 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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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세계인권선언을간단한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어떤권리를나타내는지생각해보고

그림과관계있는내용을찾아연결해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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