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픈 바램은 모든 부모님들의 꿈이다. 멀리계시거나 타주에
계신부모님들이 몇년씩이고 꾸준하게 자녀교육문제로 전화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자녀를 키우다보면 특히 청소년기가 되어서 부모에게
긴장감을 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자녀의 공부이든지 정서적,
정신적 문제이든지 아니면 관계성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럴때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것은 첫번째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신이 결정한 접근의 방식을 통해 얻어질수있는
결과를 꼭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 두가지가 결여된 접근시도는 부모자녀와의
관계성에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즉, 자녀가 문제를 은폐시키게 되거나
자녀의 태도가 불순하고 난폭해지거나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버려버리거나하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자문과 도움을 전문가에게 구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웃집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누가누가 이렇게
했다러라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결국은 이렇게 두가지가
결여된 시도로 인한 관계성이 망가질때로 망가진 상태로 와서 도움을 청할때는
정말 안타까울수 밖에 없다. 우리가 병원에 갈때와마찬가지로 초기의 증상을
가지고 가면 약복용정도로 끝날수 있어서 큰병을 예방할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가르고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수있는것처럼 아이들의 지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잘하고 있을때, 즉 문제가
없을때 그때부터 전문가로부터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미리미리 자녀들과의
바람직한 대화나 관계들을 든든히 많들어놓는 경우들이다. 웨체스터의 한부모님은
지난 3,4 년전부터 자녀둘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이럴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늘 진지하고 조심스레
물으시며 결국 두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시고 이제는 돌보는 두조카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직전엔 꼭 전화를 하시면서 조언을 받으셨다. 자녀때와는 달리
한국에서온 조카와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종종 흘리시며 마음아파하시던 그분은
며칠전 내게 “전도사님, 이제야 그 아이와 내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같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내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되니 비로소 그아이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같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것같은 저희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날이 있을수 있게 된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전화를 하셨다. 이런 과찬을 받을 때마다 나는 오금이 저리는것같다. 이유는
정말 내가 한것이라고는 우리모든 부모님들이 하실수있는 큰 실수인 감정적인
접근을 막아주는 역활, 즉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수있는
정확한 상황분석과 이성적이고 합리적 접근방식을 객관적 입장에 있는 내가
조언을 해드리는 것뿐인것이다. 감정적인 접근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주관적인데
반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은 훨씬 안정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는것이다. 요즘의 아이들 특히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해와 관계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로 인한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나갈수 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