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병인 교육감님께,
먼저 교육감님으로 당선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국 Michigan 주에 있는 미국 전역에서 사범대학으로 가장 잘 알려져있고
또한 매년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Eastern Michigan
University 에서 창의력과 영재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경희 입니다.
저는 매 여름 방학때 마다 제 모국을 방문하여 수백 수천의 교사들을 연수를 해
오고 있고 또한 이번 8 월 에는 포항과학교육원에서 Dr. Cramond 와 함께
과학영재교사들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오기전에 조지아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교사들의 미국 토런스센타에서의 창의력 교육연수를
책임을 맡아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교사경력 10 년과 미국교실
경험을 잘 활용을 하여 한국교실에 어느 미국교수의 어떤 강의가 도움이 되는 지를
알아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른 대학의 교수로 부임이 된 이후로도 계속 그 일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꼭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영재교육과 창의력교육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8 월 13 일부터 8 월 25 일까지의 미국 토런스센타의 연수는 실패이었습니다.
나라의 돈으로 미국으로 연수받으러 와서 사적인 여행때문에 공적인
연수프로그램의 시간표를 뒤늦게 바꾸고, 점심시간까지를을 이용해서 미국교수가
강의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연수는 생략하는 등 이곳 미국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부로
여행을 갔다 온뒤로도 그 연수 후에 있을 또 다른 서부여행에서 압션중에 하나인
“경비행기를 탈 공금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회의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고
언쟁이 오고갔습니다. 저는 이번 연수를 주관하면서 이번 연수단원들이 도대체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Fort Discovery 방문도 첫째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둘째주 월요일로 바뀜으로써 토런스센타 측에서
이미 Fort Discovery 에 지불한 토요일 점심값은 벌써 헛되이 없어져 버렸고, 그
대신에 월요일에 연수단 자비로 식사를 하게 되는 등의 개인의 사비가 더 나감에
따라, 이미 동부여행때문에 개인적인 지출을 많이 한 터라 한끼 한끼의 단체식때
마다 공금이 얼마남아 있는가에 대한 언쟁만 오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연수단을 위해 일하시는 집행부의 식사값은 제가 따로
지불해야했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어떻게 연수단원들을
선발했는가 하는 것과, 또 연수단이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동부여행때문에
여행사에게 이미 3000 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행을 꼭가야 한다는

김순복연수단장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제가 김득호과장님과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해서 그 건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북교육청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이번연수에 투입을 해 놓고 왜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지 저나 미국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 시간의 연수일정 중에서 56 시간의 이수중을 저희 토런스센타
소장님이신 Dr. Cramond 께서 손수 만드셔서 연수단원들에게 일일이 수여를
하셨는데요. 그나마 56 시간이라도 이수증을 받아가는 것만해도 감사해야 할텐데,
감사는 커녕 60 시간을 다 이수한 것으로 해달라고 난리 법석이니 제가 부끄러워서
미국교수님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연수단들을 새벽에 버스에 태워서, 서부여행을 하도록 Atlanta 공항으로 잘 모시고
가 달라고 운전사에게 부탁을 한 후에, 제가 사는 이곳 Michigan 까지 (차가 막히는
곳이 군데 군데 있는 바람에 14 시간 걸릴것을) 18 시간을 운전해 오면서 ‘내가
바보같은 짓을 하는 구나’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난 3 월 부터 연수를 계획하고
각 학교방문 관계자, 기타 시설방문관계자, 식당관계자, 호텔관계자, 강의하는
교수님들과 의논을 하고, 이 한 건의 연수단이 연수를 받기 까지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정성은 다 어디로 가 버린 것인지요?
이번의 연수단에 대한 정식의 해명이 없는 한, 앞으로의 경북도교육청의 어떠한
토런스센타의 연수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아니 토런스센타에서의 연수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외연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은사님이시고 구미교육청에서 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순직하신
조순현선생님과 같으신 선생님이 되주십사고 늘 연수단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던 제가 이번에는 그런 인사조차 전혀 소용이 없다고 느껴져서 연수단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수단들이 이곳 토런스센타에 와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서 내고향 경북 골짜기 골짜기의 영재들을 잘 발굴해내서 그들의 영재성과
창의력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를 세계어느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한국교사연수를 하는 주 목적입니다. 제가 중학교 3 학년때
조순현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또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쓸 수가……
그럼. 해명을 기다리겠습니다.
2006 년 8 월 28 일
교수 김경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