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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먼 옛날 제이 시티즌 1세 (이하 Jay C. I.) 
라는 꼬마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꼬마 임금님 Jay C. I.는 늘 슬펐어요.



주위에는 온통 이기심에 가득 찬 왕들 뿐이었고 그

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젊

은 왕들은 늘 자기자신만 챙기기 바빴고, 나이가 많

은 왕들의 욕심은 그보다 더 심했답니다.  심지어 

그들 중 단 한 명도 행복한 왕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꼬마 임금님 Jay C.I. 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더욱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

습니다. 



무엇보다 꼬마 임금님은 행복해지고 싶었지
요.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새로운 것을 보
고 배우며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꼬마 임금님 혼자서 이 모든 걸 해 낼 
수 있을까요?

꼬마왕은 골똘히, 아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다른 왕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 꼬마 임금님은 생각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건 성공의 지름길 이
라고 했어. “ 꼬마 임금님 Jay C.I. 는  확신했
어요. 

그래서 꼬마 임금님은 다른 나라의 여러 왕들
을 만나기 위해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첫번째로 만난 옥빛 여왕님이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라가 나를 위해 무얼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나라를 위해 무

얼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 한답니다. 이게 진

정한 공동체에요.  한번 해 보세요. 틀림없이 임

금님께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꺼 에요. 



훌륭한 조언을 얻은 꼬마 임금님 Jay C.I.는 가
벼운 발걸음으로 계속 여행을 떠났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지요.  아

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일단 용기를 갖

고 시작하면 해낼 수 있어요. 유엔의 목표도 

이룰 수 있고 세계 평화도 가능하다고요.

이번에는 초록 임금님이 지혜를 
나눠 주었지요. 



“정말 대단해! “꼬마 임금님Jay C.I.는 생각했
어요.  
“일단 시작해 보자. 시작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꺼야.“ 
꼬마 임금님은 계속해서 길을 떠났답니다.



백성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기 보다는, 물고

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지요.  자립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입

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백성만이 공정한 세상

에 힘을 보탤 수 있답니다.

빨강 임금님도 꼬마왕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렇구나.” 꼬마 임금님Jay C.I.은 생각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 가득한 얼굴로 
꼬마 임금님은 계속 여행을 했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각자 지닌 재능과 성품이랍니다. 

왕께서 가진 재능을 잘 키운다면, 사회를 위

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답니다.

보라 여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토록 내가 가진 재능을 키우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백성들에게 닥
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한 꼬마 임금님은 여행을 계속 했
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편견을 갖거나, 몇몇 사람만 특별 

대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한답니

다. 리더쉽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할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지요.  친하다고 봐주고, 아

는 사람이라고 더 잘 해주는게 아니라 법과 원칙으

로 공정해야 해요.

파랑 임금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와 
혜택이 고루 돌아갈 때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모두에게 공평한 원칙을. 이건 
잊지 말아야겠다.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꼬마 임금님은 또 다시 길을 나섰습
니다.



이번에는 주황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진심을 다하세요. 세상 그 어떤 것

도 우리가 혼자 힘으로만 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모든 일은 가치

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때 꼬마 임금님 Jay C. I.는 앞을 바라 보고

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성이 하나 보이

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벌써 집에 벌써 도착했다니!!”

꼬마 임금님은 무사히 즐거운 세상 여행을 마

치고, 귀한 가르침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꼬마 임금님 Jay C. I.는 여행을 하며 만난 왕들에게서 얻

은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도 여행을 하도록 했어요. 자신이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처럼 그들도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꼬마 임금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국경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도 지켜야 할 규칙을 세웠고, 모두가 

그 규칙을 잘 따랐습니다.  

꼬마 임금님의 나라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도 꼬마 임금님Jay C.I. 를 보

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답니다. 꼬마 임금

님 Jay C. I. 는 자기가 배운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왕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날마다 조금씩 더 살기 좋

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왕들이 한자리에 모였습

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왕과 여왕들은 즐겁

게 파티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

다. 그러고는 꼬마 임금님 Jay. C. I. 의 이름을 

따 이 모임의 이름을 제이씨이즈(Jaycees) 라

고  정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너무나 좋았던 

왕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년에 

두차례 모여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뿐 아니라 지

역회의, 국내회의 그리고 나

라 안 각 지방회의도 만들

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의견

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습

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들의  이기심은 사라졌습니

다. 제이씨이즈 왕들은 더 행복해졌고, 더 공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

으며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규범이 만들어졌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 다음과 같은 

신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

셨다는 것을 요. 

•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요. 

• 경제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 자유의지를 가진 자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요 

• 국가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법과 원칙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을 요.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요. 

• 그리고 인류를 위해 하는 일이야 말로 삶에 있어 가

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요.

www.jci.cc



저희는 JCI가 가진 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는 무엇보다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각 국

가의 공식언어 뿐만 아니라, 모국어나 부국어, 지역

방언 심지어 부족언어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 다양한 언어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지역언어나 방언으로 이 이

야기를 번역해 주세요.

번역하신 이야기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jcicreed@wachsoni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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