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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판단력과 결단력 그리고 추진
력이다.  사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나 혹은 지도자로서 한 기관을 이끌 때, 더 나
아가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할 때에도 가장 절실한 덕목  (virtue)은 역시 올바른 판단력 
(right judgment), 과감한 결단력 (decisive decision), 확실한 추진력 (solid action)이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면 이성적 (rational)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여도 역시 필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생
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지식 (logical competence)이다.  논리적 지식은 독서 (reading) 없이 안 되
고 또 경험  (experience) 없이 나올 수 없다.   독서를 하여도 경험을 하여도 절실한 생각  (serious 
thinking)이 없다면 이 또한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논리를 펼 수 있기에 그렇다.  

학생들이 부모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판단력의 부재 (short judgment)에서 생겨난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당부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자식들은 모든 것을 자기를 못 믿거나 자
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바보로 취급하고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한다고 서운해 하기 쉽다.  생각이 짧
아서 그렇다.  받아들일 준비가 없이 방어할 준비만 하기에 그렇다.  역시 감정적이기에 그렇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한테 편파적으로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논술 (essay)을 고쳐내지 않는 등 감정적
으로 대응하고 그 결과 학점이 나오지 않아 졸업을 못하여 이미 합격통지를 받아놓은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1년을 기다린 후 들어간 경우를 보았다.  그런데 늦게 들어갔으면 잘 해야 하는데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기분대로 시간을 보냈는지 결국 졸업을 못하는 경우를 보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어찌 한두 학생의 일이겠는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면 자기를 위하여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올바른 판단력 (right decision)은 이렇듯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 자리잡
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평생의 인생의 반려자(life mate)를 고르는 것도 올바른 판단력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인생의 반려자의 산택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90%를 좌우한다는 캐나다의 속담도 있다.  이
성적 판단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력으로 학생들의 촉망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과감한 결단력  (decisive  decision)  은 어디에서 생길까?   어렵더라도 결심을 해 낼 수 있는 용기 
(courage) 에서 나온다.  그러기에 용기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빼어 놓을 수 없는 덕목이다.  어떤 훌륭한 
판단도, 어떤 올바른 판단도, 어떤 역사적인 판단도, 결심을 할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다만 생각 속에 묻히
고 말 것이다.  어떤 판단이 훌륭했다, 올발랐다, 역사적이었다는 기록은 역시 결단에 이어 행동으로 옮겨
질 때 기록 될 수 있는 일이다.  결심은 용기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용기도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게 되
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좋은 경험은 자꾸만 좋은 판단과 결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추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과감한 결단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결단의 날 
(the day of decision)이니, 결단했던 장소 (the place of decision)이니 하는 말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이다.  특정한 종교와 관련되어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결단을 역사적으로 남겨놓으려는 
노력들은 여기저기에 나와있고,  그래서 얼마나 과감한 결단이 소중하고 어려운지 웅변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결단력이 없이 안 되며, 힘든 공부를 끝까지 이겨내어 마침내 좋
은 결실을 맺는 것도 바로 이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과감한 결단력이 없이 인내가 불가능 하고,  인내 
(patience) 없이 마침내 승리할 수 없음은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식인 것이다.  우리 젊은 이들
은 과감한 결단력으로 힘든 역경을 이겨내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자기의 미래를 아무 문제없이 개척하여 
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추진력 (solid propelling power) 이다.  이 추진력
은 세상 모든 지도자들의 공통된 덕목이다.  추진력이 있으려면 당연히 과감한 판단력이 전제되어있어야 
하고,  또 과감한 추진력은 올바른 판단력의 바탕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기에 확실한 추진력이야 말로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 두 가지를 전제(presupposition)로 한 것이다.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있다.  정치가로서, 전쟁의 영웅으로서, 운동선수로서, 학자로서, 탐험가로서, 지체부
자유자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어떤 사람(people), 어떤 분야 (field) 혹은 어떤 환경(environment)에서
도 우리는 보기 드문 성공사례 (extraordinarily successful story)들이 있다.  여기에는 모두가 확실한 추
진력이라는 빼 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역경 (adversity)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공통된 사
실이 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또 어떤 형태로든 온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역경은 
있게 되어 있다.  역경은 그러나 저주 (curse)가 아니라 축복(blessing)이다.  왜냐하면 세계적 지도자들의 
85%는 아주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여 성취하여낸 사람들이기에 그렇다.  하나님은 특별히 훈련시켜야 할 
젊은 이들에게 좀더 강하게 역경을 준다.  특별히 사랑하기에 그렇다.  그러기에 역경이 올 때, 우리 학생
들은 우울해하거나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즐겁게 생각해야 한다.  역경을 즐기고(rejoice) 역경
을 만날 때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request)한다.  무슨 큰 계획이 있어 이런 역경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그
리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 편하게 해야(relax)한다.  이럴 때 우리는 역경을 기회로 만들어 국면의 대 전환
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판단력과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귀중한 덕목이다.  어떤 환경에서나, 어
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독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냉철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러면 자연히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데 촉매제가 
되어 용기를 가지고 이미 경험한 결단을 바탕으로 다시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추진
력은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마무리 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이 되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단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