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長夏)를 바라보며
이 종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교육행정학회에서 정년을 마친 회원들을 배려하여 원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여서 협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학회 Newsletter에 칼럼을 게재하도록 조치해
주어 시니어들이 정년 이후의 학회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을 세워주어 감사를 드리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도 느끼게 됩니다. 칼럼을 쓰는 행위는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들어내
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해서 우리 회원들이 이 일에 선 듯 나
서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칼럼이 쏟아지는 시대에 한편의 글을 굳이 써야
할 이유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음력 절기에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사계가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長夏)라는 절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도시인들에게는 지겨운 늦더위로 여겨
지겠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웃자람을 막아주고 곡식을 패게 하고 낱알을 여물게 하는
곡식을 기르는 계절이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장하의 시절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계절에서도 장하의 시절은 중요한 의미를 더하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지금 장하의 계절속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장하의 절기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장하의 계절에 있다고 생각하고 속을 채우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KEDI의 동문
회에서 “KEDI에 두고 온 시간들”이라는 제목 아래 동문들의 회고의 글을 모았는데 이 글들은
KEDI에서 보낸 지난 세월속에 있는 묻혀있는 우리 삶의 빈속을 채우는 주옥같은 이야기를 말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다가 늘 겉만 보다가 이제는 그 속도 보려고 마음먹습니다. 눈앞의 일
과 상황에 마음쓰다가 이제는 멀리 바라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를 중심
으로 생각하여왔던 공간의 범위를 넓혀서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생각하고 국
가도 다시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
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의 흐름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과정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루는데 미숙
하고 말을 하는데 어눌함이 있기는 하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니 문제를 보는 관점을 세우
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는 데는 장하의 속을 채우는 내공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듯
합니다.
얼마 전 함께 공부하던 제자 교수들과 책을 내는 몇 년에 걸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 교정을 보고 색인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4년 전 각자 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관한 이야기
를 하다가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 학교내 폭력문제, 학업중단학생 판별을 위한 지표연구, 다
문화가정 학생문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관한 문제, 취약가정과 저소득계층의 문제등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성취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
제에 대한 책을 내기로 하고 책의 제목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론”으로 하기로 하였
습니다.

논의를 통하여 교육정책의 내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와 교육약자
와의 관계, 교육의 역할과 격차의 수준, 교육약자의 특성, 적극적 우대조치의 당위성과 한계,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현장 상황에 대한 깔때기 모형, 교육발전단계의 교육복지 정책의 지향 등
을 검토하였습니다. 책을 집필하는데 장년과 시니어 간의 역할분담을 하는데 시니어의 역할이
있음을 서로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들은 장년들이 앞장서서 나가도록 길을 비켜주고
뒤로 물러서서 속을 채우는 일에 보다 집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초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관념상
으로 장하의 계절이 있다 하니 시니어들은 장하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뒤에서 후배 교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분담을 이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