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많은 부모님들이 열성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교육지원하시는 모습들이 참 바람직
하고 좋은것같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그런 열정과 관심이 대단한데 반해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주기위한 바른 태도와 지식이
부족한것을 볼때가 많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모든 교육적 가치가 바른
결과를 만들수 있는것은 바로 “덕승재”의 원칙위에서 이루어 질때다. 오재전부터
내려오던 말을 전혜성 박사가 더 유명하게 만든 이말은 바로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된다라는 말이다. 난 이말을 좀더 풀어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인격의
그릇이 그것을 담지못하면 소용없다 라는 것이다. 넘치는 생수가 콸콸거리고
솓는곳에 손바닥만한 용기를 들이대야 소용이되서 쓸만한 양은 결국 손바닥
만큼인것이다. 그러나 넓직하고 깊은 용기로 받을수있다면 충분한 양을
얻을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능력 이모든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발휘할수있는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용기의 넓이와 깊이
만큼인것이다. 세상이 컴퓨터화되고 이웃과 이웃의 담벼락이 높아갈수록 더욱더
그리워지고 갈급해짐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다른사람을 품을수있는
따뜻한 인격이다. 아마 우리모두는 그런경험이 있을것이다. 나와 상관없지만 길을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악의 하나 없는 순한 웃음 한조각 , 전혀 그래보이지 않은
우락스러운 외국인이 한국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것을 보살펴주는 장면을
목격하는등.. 문득 기대치 않았던 다른사람의 작은 배려나 따스한 마음씀씀이에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에 찡할정도로 인간미를 느끼고 나가서는 산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까지 느끼게 했던 경우들⋯ 나한테만 있었던 일은 아닐것이다. 이렇게 작은
일에 내 가슴전체가 휘청하고 감격할수 있다는것에 놀라워하며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따스한 작은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나하고 말이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사람은 바로 풍성한 인격을 담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지 똑똑한데 인격이 부족해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약탈하는
그리고 다른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바에야

무지해도 가슴따스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더이상 망가지지 않고 아파하지 않게
하는 것일것이다. 미국의 금융계의 사건으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는 한 단편의 모습이다. 자신의 주머니들을 착복하기위해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남용해 많은 서민들이 한숨과 탄식속에 살게 만든것이다.
우리부모님들께 간절히 바래본다. 우리자녀들 봉사시간 100 시간을 채워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전화보다 우리아이가 사회의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그들을
섬겨보고 배움을 입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진실한 바램이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싶다. 봉사시간 100, 200 아니라 1000 시간이라도 아이의 인격과
가치관에 영향력을 주지못하는 그 봉사는 그야말로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할것은 모든 대학 당국들도 시간채우는것에 관계없이 그봉사를 통해
무엇을 보았고 무었을 깨닫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삶에 어떠한 가치관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나를 본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학교당국이 그가치를 매길수 있는것인가? 그것은 양적인일이
아니라 질적인 봉사를 통해 가치있는 인생의 경험과 깨닫음을 통한 인격의 성숙에
있는것이다. 그래서 그학교에서 받게되는 좋은교육이 사회에 나가 바른 역활을
감당할수있게 하기위한 목적이 있기때문인것이다. 시간때우기위한 봉사를
가르치는 부모에게 자녀가 배울수 있는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잘못된 가르침의
또다른 면일것이다. 자녀는 부모를 가장 정확하게 꿰둟어보는 가장 무서운
상대인것을 기억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