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만 꾸면 뭐해?’」

여러분!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랍니다. 예! 맞았어요. 조

각가 피그말리온이랍니다. 그는 못난이라서 그런지, 아님 세상 여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

아서인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상아로 조각을 했답니다. 자기가 조각한 너무나 아름다운 상아 여인상을 보며 

사랑에 빠졌고 날마다 입맞춤을 하며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기도를 했죠. ‘이 여인과의 사

랑을 이루게 해주소서.’ 간절한 기도에 감동했는지 미의 여신은 피그말리온의 기도를 들

어주셨답니다. 상아조각상은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되어 피그말리온과 행

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지성(至

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옛말과 같이,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

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피그말리온이 되어 자신의 이상적인 미래상을 그리워하고 조각해봅시다. 보다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

려봅시다. 멋지고 행복한 나의 앞날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봅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의 꿈을 이루게 해 주소

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 알아야 합니다. 

‘꿈만 꾸면 뭐해? 땀을 흘려야지.’ 그래요. 내 꿈은 거창하고 아름다운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 꿈은 결코 이루

어지지 않는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나 가꾸지 않으면, 그 씨앗은 메마르고 싹은 시들어 죽고 말죠. 차근히 그리고 

꾸준히 그 꿈이 이루어 질 때까지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꿈은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기도와 함께 땀을 

흘려야만 꿈이 이루어진답니다.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꿈을 이루게 해준답니다. 인생의 참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슴깊이 새기며 외쳐봅시다. “오늘의 땀, 내일의 꿈!”  

「맞바람이 신바람으로!」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한 도전이고 노력이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이 우리

를 힘들게 하죠. 우린 이럴 때 어떡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참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 한 수를 들려줄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중략)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꿈을 이루기 위해

꿈ː은 ★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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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도 꿈도 그렇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힘들어도 견디며 이루어 가는 거죠. ‘고

생 끝에 낙이 온다(苦盡甘來)’는 속담이 있죠. 그 고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은 라이트 형제를 잘 아시죠? 자전거점을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답니다. 그들은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갔을까요?    

지금부터 110년 전,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키티호프 해안가.  ‘죽음의 언덕’이라 불리는 모

래언덕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기인 플라이어 1호가 12초 동안 36미터의 비행에 성공했으며 이날에도 수차례의 비

행 끝에 260미터를 날았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들은 이날 처음 시도한 실험에서 성공했을까요? 결코 아니랍니

다. 라이트 형제는 이날의 성공이 있기 전까지 무려 천 여 번에 가까운 비행 실험을 하였답니다. 이 말은 천 여 번의 실

패를 하였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위대한 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많죠. 우린 이럴 때 어떡해야 할

까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참 신기하죠?! “저 무거운 게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비행기가 이륙하

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활주로 들어선 비행기는 엔진의 굉음을 울리며 치고 달립니다. 

결코 갈 지(之)로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 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며 똑바로 달립니다. 바른 길

[正道]을 달립니다. 달릴수록 속력을 더합니다. 그럴수록 맞바람이 더 세집니다. 그래도 굴하

지 않습니다. 더욱 힘차게 맞바람에 덤빕니다. 이것이 바로 불굴의 열정(熱情)입니다. 그렇게 

맞바람에 버티고 견디며 힘차게 달리다 보면 드디어 맞바람이 날개를 떠받치며 들어 올려

줍니다. 이제 역경의 맞바람이 도약의 신바람으로 변하였습니다. 맞바람을 이겨내지 못했더

라면 비행기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을 겁니다. 맞바람이 신바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실패와 

역경과 좌절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시인의 말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맞

바람 없이 날 수 있는 날개는 없답니다. 도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와 역경 없이 이룰 

수 있는 꿈은 없답니다. 

| 꿈을 이루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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