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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에 관한 한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부모는 흔하지 않다.  그러기에 옛 어른들이 “가지 많은 나
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라든가, “남의 자식 얘기 함부로 못 한다” 는 등의 말씀이 있어 구전되어 오지 않
는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에 와 계신 많은 엄마들이 계신다.  이름하여 ‘기러기 엄마’ 라고 부르
는 것 같다.  한국에 계신 아빠들은 물론 큰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중요한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오실 수 없고, 다만 한국에서의 교육으로는 자식의 앞날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소위 유창
한 영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선진교육을 받기 위해 대단히 희생적으로 어머니께서 자녀와 함께 캐나다
에 와 계신 것이다. 

우선 기러기 엄마의 경우 그분들의 희생에 걱정과 함께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나이로 보아 인생
의 가장 황금기에 부부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떨어져 살며 일구월심 자식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을 볼 때 그 감동스러움이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민족들과는 확연히 다른 일이
며 그러기에 이곳 캐나다 부모들은 한국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런 열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자녀교육에 대한 희생이 한국 학생들로 하여
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에서 현저히 두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러기 엄마들의 경우 특히 캐나다에 처음오시는 분들이나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경우 참
고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 들만 말씀 드리고자 한다.

1.  한국과 캐나다는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
람들을 판단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분들을 만나셔서 도움을 받되 비용은 계산하여 드려야 합
니다.  캐나다의 격언 중에 “Demand excellence, but be willing to pay for it.” 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여기는 모두가 시간 별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듣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일 수 입니다.  그리고 일단 좋은 분을 안내자로 선택하셨으면 믿고 따라주셔
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 확실히 묻고 대답에 따라서 싫고 좋고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
다.  체면과 관계 때문에 억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문제를 놓고 내 식으로 추리하여 
내 식으로 판단하고 내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방식이 있고 또 
현실은 캐나다에 정착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에 오면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하라 (When in 
Rome, do as Romans do.) 라는 말이 전해오는 것입니다.

2.  공립학교에 입학시켰든 사립학교에 입학 시켰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우선 영어에 대한 이해입니
다.  영어의 실력은 말(talking)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reading), 쓰기(writing), 듣기(listening), 
그리고 말하기(speaking)가 동시에 얽혀져서, 문법적이며 적절한 어휘와 정리된 구문으로 이루어진 잘 
다듬어진 문장 (well refined sentences) 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과 후 영어보충수업은 필수
가 됩니다.  ‘캐나다까지 와서 과외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예상되지만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언어
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여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3.  자녀들이 받는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충격을 엄마들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늘 묻게 됩니다.  “학교수업 어땠어?”  “괜찮아요.  할만 해요.”  엄마들은 궁금하고 자녀들은 긍정
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공
부하러 온 학생으로서는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현지 학생들의 실력과는 현저히 차이 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자녀들이 겪는 학교생활은 갈등
과 인내와 자괴감과 서운함과 후회 같은 감정 등이 얽혀있습니다.  단지 영어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바
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요.  아이들이니 견디는 것이지 어른이신 엄마들께서 직접 학교에 가시면 
언어장벽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셔서 그 다음날 포기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온 자녀들을 따뜻
하게 대해주고, 또 영어에 대한 보충수업의 기회를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4.  지나친 보호보다는 스스로 자기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서는 사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석봉 어머니의 일화를 늘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아들에 대
한 냉철한 사랑의 조절이 당대의 문필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자는 시간 까지 언제나 



일관된 하루 일과표를 갖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와 TV, 친구들은 특히 아들의 경우 캐
나다 생활에 많은 변수로  작용합니다.   하루 하루의 수업을 반듯이 복습하고 또 책 읽는 습관과 일기
(daily journal) 쓰는 습관을 갖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학교수업을 챙기고 
스스로 복습하는 습관이 있으면 이미 성공적인 유학생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목표를 갖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난 주 칼럼에
도 기고했듯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가 왜 캐나다에서 공부하
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생각(think)하게 되고, 그럴 때 행동을 
위한 계획(plan)을 세우게 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action)하게 됩니다.   언제나 
“think > plan > do” 로 이어지는 생활을 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6.  캐나다에 생활하는 엄마나 자녀나 캐나다에 동화 (assimilation)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엄마들도 
캐나다에 사시는 동안 캐나다 이웃들과 어울리시고, 또 자녀들이 열심히 영어의 장벽을 돌파하듯이 엄
마들도 영어에 자신을 갖도록 LINK도 다니시고, 자녀들은 캐나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 캐나다 TV를 
시청하면서 학교에서도 여러 인종의 또래 (peer group)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매우 캐나
다적인 생활 (very Canadian life)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캐나다 한국사회 (Canadian Korean 
Community)와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사회에만 국한해서 사시지는 마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오신 것은 자녀뿐  만 아니라 엄마들도 시야를 넓히셔서 함께 세계화 (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 숨쉬
며 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