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인간? 무엇이 주체인가!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바르게 만들며 살아가는 데는 여러가지 길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중 중요한 한가지는 지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바른 방향과 선택을 만들어 가는것이며 또한 지난수십년의 시간속에서
우리가 배제하거나 받아들인 시대의 변화, 풍조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는 시각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것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리고 그 이전의 세대가 시대적 변화요 요구이다 라는 미영아래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더러는 무지한 시각과 무관심한 자세로 인해 침범당함으로인해
우리,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문화는 한마디로 미쳐가는것같다.
이제는 헌법으로 까지 가정의 기준. 즉 “한남자와 한여자의 만남이 가정이다”
라는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되는, 가정의 본질이 없어지는 시점에 까지 와있어
헌법제정여부를 결정하게까지 된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삶의 본질에까지 위협을
당하는 지경이라는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같아 마음이 몹시 무겁다. .우리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바닦일까? 라는 불안감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이것으로
어른들도 혼란스럽지만 우리자녀들의 혼란은 더더욱 심각하다. 청소년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 호기심과 유혹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유스앤드 훼밀리 포커스에는
끙끙거리며 수년동안 말을 못하고 쉬쉬하다 자녀들의 동성애 문제로 인해
상담해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글을 쓰며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정죄하자는
의도는 분명 아닌것을 밝혀두고 싶다, 그 사람들도 잘못된 문화의 희생양이기에
우리모두는 그런 사람들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소외시키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있는일들을 함께 노력해주는 포용성과 열린마음들이
필요할것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그간 생물학적인 접근과 시도를 많이
했었지만 유전자적영향이라던다 동성애자의 성향을 타고 난다라는 그렇다할
정확한 생물학적 근거는 없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또한 그러한 분야의 전문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할수없으나 내게 상담을 요청해온 경우들을 보면

후천적인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는것이다.
깊이 사랑한 남자에게 무서운 배반을 당한 여학생이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의지하게된 동성친구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급속도로 가까와진 그들이
동성애적인 교제를 하게되는 경우와, 집안에서 가히 독재자적인 아빠의 모습에서
이성에대한 강한 거부감 내지는 혐오감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같은
여자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안전영역이라는 판단과 함께시작된 동성애적
관계.,유난히 수줍고 내성적인 남자아이가 같은 남자아이들사이에선 “쟤 왜저러냐”
라는 식의 대접을 받고 여자아이들사이에서는 남자답지 못한 이상한 아이라는
시선만을 받던 아이가 설상가상으로 여드름이 무섭게 돋아나자 더 심한 열등감과
수치감이 들면서 더더욱 자신의 설자리가 없어진것같은 절박함에반해 친구가
더둑 절실히 필요해지는차에 우연히 컴퓨터에 동성애사이트로 들어가 그들과
대화하며 알던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같은 동성애자들에게
점점빠져가게된 경우,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어른들이 바른 문화를 형성해주지
못해 혼란과 혼돈가운데 있던 아이가 가뜩이 사춘기에 들어와 부모와도 갈등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버젓이 게이 뱃지를 달고다니며 게이 클럽에 한번
와보라는 다정한 권고에 그만 가보게 된것이 동성애자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대학 기숙사문화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게한다는 레스비언식의 스킨쉽을 이용해 남학생들의 눈길을 일부러
끌려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젊은이들의 타락한 문화,⋯.다열거할수 없지만 이렇게
타고난 성향에서가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서 유혹당한 경우들이었다는것이다. 난
여기서 청소년 지도자로서만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지지 않거나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나 자긍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가지로 탈선을 할수있는것처럼 또한 동성애자의 유혹을
받아 돌이깉수없는곳으로 빠질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동성애자들에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기전에 그들도 그런 피해자라는 성숙한시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베풀어주는 성숙함과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미쳐가는 문화에

유혹당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따뜻하고 풍족하게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주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한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