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무엇으로 되어지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부모들의 의무이자 권리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이다.
여기에서의 교육은 학문적, 정신적, 정서적인 모든 부분을 말함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과 의 팽팽한
관계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날때마다 자녀들의 교육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에 대한것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것을 느끼게 되는것같다. 세상에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없는것같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의 결과는 부모들의 기대와
의도와는 전혀다른, 즉 오히려 반항적으로 엇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것이다.
내가 만난 경우중에 한어머니는 자식이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한 면을 보여주어
보다나은 교육을 위해 자신의 전삶을 걸고 기러기 엄마로 와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며 온갖 정성과 열성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곧잘
해내주고 있던 아이가 학교공부는 뒷전이며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며 공부를 포기하려는 상태가 되어버려 부모는 망연자실이다. 다른
경우는 아이에게 그리큰 부담도 무리스런 기대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공부는 뒷전이며 부모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걱정을 끼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이밖에도 이러한 비슷한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다. 부모의 바램과는 달리 아이들이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리고 이유없는
반항처럼 엇나가는 경우들이 말이다. 이러한 경우는 사춘기 이니까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수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다. 이렇게 유스앤드훼밀리
포커스에 들어오는 자녀교육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보면 공통적인것들이
하나있다. 그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감동”이 빠져있는것이다. 그 감동이 빠져있는
교육은 부모들의 기대와 요구에 마지못해 아이들이 어느시기까지는 행동으로는
순종해서 부모들을 따라가 주다가 어느날부턴가 아이들이 더이상 그렇게
하지않기를 작정해버리는것이다. 즉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지게 되는것이다.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따라가주질 않는것이다. 머리로서는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하고 왜

부모가 요구하는지를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는 순간이
되어진것이다. 즉, 감동이 없는것이다. 다시말해서, 가르침이나 교육은 감동이
빠지면 끝까지 해낼수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육은 감동이다”라고
까지 말할수있는것이다. 머리로서는 공부를 해야하는 것을 아는데 감동이 없어
마음이 그걸 따라가주지 못하는 당사자인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괴로울까를 우리
부모들은 생각할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동이 없어 억지로 노력해야하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한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부모가 날위해서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는것은 아는데 그 공부는 정말 하기싫은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고 결심하게 할수있는것은 부모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때 작동이 되어지는것이다. 그래서 “컴퓨터나 하고싶고 친구들과
놀고만싶고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것이 사실인데 날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아빠
때문에라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엄마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를
이기고 공부를 해야지 “라고 그 싸움에서 이길수있는 순간이 있게 만드는것은 바로
“감동”이 있는냐 없느냐의 차이라는것이다. 그것은 비단 공부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다. 도덕,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주 우수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너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라는 질문을 하면 극소수를
빼고 거의가 “공부가 하고 싶고,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이 어디있어요”라며 “엄마
아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하는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깔려있는것을 보게 된다. 다시말해 부모의
진실한 사랑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표현되고 전달되어 감동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인것이다. 바꿔말해 감동이 없는
교육은 언제 어떻게 바닦을 드러낼지 모른다 라는것이다. 그래서 “왜,우리아이가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어요”하며 후회하는 부모는 되지 않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으로 감동시키자!. 그러나 꼭 기억하자. 그 사랑은 무조건 퍼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인격의 성숙과 성장의 목적을 가진 이성적인 사랑이지 감정의
놀음이 아닌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