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세상
페이스북에 쓴 글에 한 친구가 "교수님의 신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념을 페이스북을 통해 가볍게 답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쯤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 쓴다. 머릿 속으로는 막연하게 이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글로
정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더 커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오는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해 봤다.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좁은 범위에서 넖은 범위로 점차 확대해 가면서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 무엇인지 정리하다보면 관통하는 무엇인가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넥스트에서 내가 추구하는 신념은 무엇일까? 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통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의 재미를 느끼기를 바란다. 너무나 많은 지식에 압사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수 많은 교육이 사람(학생)보다 전달하는 지식을 우선시 했다면 나는 그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 신념 하나만 지키면서 넥스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내가 꿈꾸는 세상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내가 추구하는 신념은 무엇일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말로는 인식한다고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는 그 가치를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는 누군가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서비스의 성공과 자본의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기여한 만큼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프로그래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엔지니어 전체로 확대할 수 있겠다. 나는 돈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등)이 중심이 되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개발 문화를 만드는 것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회사를 키우고 싶다.
나는 어린 시절 참 불만이 많았다. 부모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다. 그런데 항상 우리 집은 가난했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은 많지 않았다. 몇 십년이 지났다. 지금도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많은 일을 하시지만 수입은 나의 몇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은 세상을 꿈꾼다. 노동의 가치를 자본의 논리로만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중심을 둔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꿈꾸는 세상은 "돈, 명예, 지식과 같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인
듯하다. 내가 이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살아볼 생각이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 나의 삶은 의미있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세상이 돈, 명예, 지식 등을 추구하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고, 사람과 자연이 중심에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두는 신념을 가지는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고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큰 경쟁력이 될 것인지 한번쯤 되돌아 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