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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세요 .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을 때 " 이것은 도대체 어디
에 도움이 되는 걸까 ?" " 역시 의미가 없는 걸까 ?" 라고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 버린 것은 없습니까 ? 제가 오
늘 여기서 그런 생각을 180 도 바꾸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저는 초등학교 6 학년때 K-POP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수많은 그룹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멤버가 있
었습니다 .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련 SNS 는 맨날 체크하고 출연하는 방송은
모두 녹화할 정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 외국인과 말하는 것이 질색이었던 제가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한국
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내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만으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 어느새
외출할 때조차도 한국어 책을 갖고 다닐 정도 열중했습니다 . 이렇게 하다 보니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한
국어로 노래도 할 수 있게 됐고 드디어 그 사람에게 한국어로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 더욱더 레벨업하고
싶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 작년에도 그 사람을 보러 콘서트에 갔습니다 . 콘서트장이 있는 빌딩근처를 걷
고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듯한 한국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 혹시 같은 콘서트에 온 사람인가 싶어서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을 걸어 봤더니 역시 " 콘서트장이 몇 층이에요 ?" 이렇게 물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1 층이
에요 ." 라고 대답했습니다 . 외국인을 도와줬을 뿐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 그리고 앞
으로 더 많은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 그건 코로나 바
이러스가 수그러들면 한국인이 가고 싶은 나라 1 위는 일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면 일본에서의 한국
어의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
그러나 인터넷에는 이런 것도 종종 보입니다 . " 한국어 학습은 시간 낭비다 ." 실제로 세계의 교육에서 중시되
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전에는 일본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해서 영어 다
음으로 중국어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 그래서 한국어는 다른 언어 보다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 학습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게 의미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
저도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일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 단 한사람에게 " 사랑을 전하고 싶다 " 는 이유 만으
로 시작한 한국어 학습은 돌고 돌아서 제 인생의 다양한 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 한국어를 공부했으니까 그
콘서트날 그녀를 도울 수 있었고 확실한 미래의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뭔가에 도전하는 목적에 정해진 것은 없구나 , " 사랑을 전하기 위해 " 이것도 충분히 멋진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한국어 학습을 통해 몸으로 느꼈습니다 . 자신이 배운 것이 사회에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모
릅니다 . 언뜻 보기에 소용이 없는 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건 어떨
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