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십니까?에 대한 40대의 답변
나는 마흔이 넘었다. 올해가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40대다. 마흔이 넘어가고 있는 나에게 지난 주 한 대학생이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받은 후 답변을 하기 위해 생각해 봤다. 나는 정말 안녕한가? 물론 안녕하지 못하다. 하지만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짧은 답변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남
아 몇 일을 고민한 후에 나만의 방식으로 답변을 해본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마흔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한편으로 같이 하지 못함에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자기 위
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괜찮다.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같이할 수 없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이런 질문에 답한다고 한번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
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번의 미안함을 계기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한 가지씩의 변화만 만들고 지속할 수 있어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
각할 때 마흔이 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변화는 너무나도 많다.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다. 아이들을 경쟁속으로만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생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가장 큰 책임이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생하도록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을 힘들고 험한 환경 속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어쩌면 경쟁 속에 밀어 넣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이 더 편하게 사는 삶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아이
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힘들어도 경쟁보다 공생하는 사회를 꿈꾸
리라 확신한다. 경쟁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다.
나 또한 아이들 교육에 있어 아내와 항상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다. 우리 다음 세상은 지금과 같아서는 안된다고... 현
재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녕들하
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 어쩌면 더 책임있고 의미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다.
"안녕들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불합리한 요구나 항상 강자 편에서만 서야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지난 주말 "집으로 가는 길"이
라는 영화를 봤다. 이 영화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 것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
생했다. 불합리한 요구에 아니라고 말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용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안녕들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이다.
마흔이 넘은 우리들이 "안녕들하십니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길거리로 뛰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답변이 아니다. 이 질문에 진정한 답변을 하려면 먼저 내 주위에
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노력부터 하자. 그 젊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먼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주변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세상은 서서히 바뀐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거나 정말 더디게 온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 나부터 바뀌고 내 주변부터 바
꿔 나가보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