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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사람들이 가문을 나타내는 방패나 문장에 기록한 문구를 모토(motto)라고 하는데 살아가거나 일

을 하는 데 있어서 신조로 삼는 말로 가문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통된 좌우명이므로 가

문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 명문가들의 모토 중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는 보일(Boyle)가문의 ‘미덕은 죽음 뒤에도 남는

다’, 크로스비(Crosby)가문의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커리(Curry)가문의 ‘용감하고 관대하라’ 등이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보면서 콘로이(Conroy)가문의 ‘역사는 시간에 의해 파괴될 수 없다’는 모

토와 퀸란(Quinlan)가문의 ‘최후까지 진실로’라는 모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가진 모토라는 점에

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시대의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섬나라 영국을 해

가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핵심가치는 종교개혁운동으로 촉발된 개혁정신(프로테스탄티즘)이며, 황량한

신대륙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은 순례시조(Pilgrim Fathers)에 의해 시작된 개척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가져온 것은 새마을 정신이며, 오늘의 제주는 수눌음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라고 하여 부강, 애국, 문명 등 12개가 적

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국굴기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인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1)을 수립한 이래

많은 종합개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2조 6,740억 원에서 2013년 12조 6,640억 원으로 4.7배 증가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성

장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과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받아 왔다.

이에 원희룡도정은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주 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말에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동안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 도민(청소년)계획단이 6차례의 열띤 논의를 거쳐 제

주비전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선정하였다. ‘청정’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

여 가치를 키우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제주’를 의미하며, ‘공존’은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

용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의미한다.

도민(청소년)계획단에서 만든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도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가족이나 개인의 핵심가치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에 기초하여 가훈이

나 좌우명을 만들어 보거나, 가훈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에 비추어 점검해 보거

나 해석해 보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 개인의 핵심가치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든 ‘꾸준하게, 성실하게(堅持․誠實, 견지․성실)’이고, 필

자 가족의 핵심가치는 ‘나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寬人嚴己, 관인엄기)’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과 남을 배려하는 삶을 통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여러분

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