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요즘 한인 사회 특히 우리들의 2 세들이 자녀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홈스쿨링 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있다. 홈스쿨링은 자녀를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말 그 대로 집에서 자녀를 학습을 시키는것을 말한다. 우리 이민 1 세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자녀에게 그만한 투자를 하기가 만만치 않고
홈스쿨링에 대한 정보나 지식도 미비해 시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2 세들은 다르다.
특히 2 세들은 자신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보고 들은 부정적인것들과
또래그룹으로부터의 압박감으로 인해 힘들었고 아슬아슬했던 사춘기를
자녀들에게는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은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홈스쿨링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는 법, 즉 공동체 생활 ,사회성 확립, 경쟁사회속에서의 경쟁력들을
고려해 많은 컴뮤니티 봉사, 홈스쿨링 부모들과의 활발한 교류, 각종 세미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확보등 열성들이 대단하고 교육의 질도 뛰어나다. 그리고
분명한것은 이 미국사회가 이전보다 더 홈스쿨링에 대한 호응도와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상당히 체계적이고 전문화 되어있기에 공교육보다 뒤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없는것같다. 단지 우려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학교 환경이
마약과 폭력, 그리고 거친 환경에 노출되있는것이 걱정되어 아이들에게 충돌이나
충격이 전혀 없이 좋은것으로 조심스게 지원해주는 것만이 아이들의 전인격교육에
알맞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아닐것이다. 지금은 성인이 된 나의 세딸도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았는데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윤리 나 도덕
그리고 가치관이 학교에서 보고 듣는것과는 상당한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으로 많이 힘들어하며 끊임없이 엄마인 내게 토론, 때로는 논쟁으로까지 가는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인해 어디에 내놓아도 바른
선택과 바른행동을 할줄알며 다른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대해야하는 지에
대한것들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자녀를 둔 보통엄마인 나의 경우이다. 유스앤드 훼밀리 포커스에 들어오는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 학교라는 환경에서 선생님이나 또래들에 의해 평생에 치명적인

아픔이 될만한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바르게
서지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 우리기관의 검정고시 클래스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 아이들의 8-90%가 피해자인것이다. 폭력, 압박감, 수치감과
모욕감이 견디기 어려워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고 패배자처럼 주눅들어 살고
있는것이다. 이런 한인학생이 수십명이 아니라 수백명이고 이것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한인가정이 수백 가정인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교육보다는 홈스쿨링이 더 효과적인 케이스는 많다. 군인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이렇게 해외나 다른주로 자주 이동해야하는 경우는 홈스쿨링이 큰장점을 가지고
있다.내가 만난 초등학교 2 년짜리 케이스도 마찬가지다 . 아이가 유난히 에너지가
많고 행동이 민첩하고 활동적이다. 사랑스럽고 귀엽다. 어디한군데도 폭력적이거나
반항적인 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위협감을 줄수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이를 문제아 취급을 해서 그 귀여운 아이는 늘 슬프고 눌려있다.
그리고 학교 5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어려운 학교환경을 잘극복해서
더 강하고 경쟁력있는 아이로 성장할수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패배에
일생에 치명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기에 어느
교육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의 가정과 자녀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달려있는것이며
홈스쿨링에 대한 철저한 정보와 지식, 부모의 시간과 경제능력만 있으면 지식과
경쟁력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에대해 얼마든지 공교육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수 있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