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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대하는 태도
신소라

청년들에게 어려운 세상이라는 말이 쉬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저임금
도 받지 못하며 학비 마련에 고생하는 대학생들, 취업난으로 인해 수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뉴스가 속출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무한 경쟁에 파묻혀 꿈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무의미한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삶의 의미 부여를 위한 꿈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잊고 살았던 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자합니다. 꿈은 사전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
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즉, 자고 있을 때 꾸는 꿈을 이야기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현하고 싶
은 희망이나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번째 의미의 꿈을 좇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삶에 부딪히고 억눌
려, 우리의 꿈은 점차 멀어지고 마지막 의미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 너머 꿈이 그 해
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꿈 너머 꿈이라는 말은 작가 고도원의 책이자, 제 지도교수님이신 김준하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문구입니다. 꿈 너머 꿈이란, 처음 이룬 꿈에서 더 나아가
더욱 원대한 꿈 혹은 전혀 다른 분야로 새롭게 꾸는 꿈. 즉, 꿈을 이룬 다음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을 이루고 갈피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꿈 너머 꿈을 통해 더
욱 윤택한 삶을 그려보길 바랍니다.
일례로 제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꿈을 통해 여러분들도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이룰 꿈은 정수 처리 공정 모델링 및 제어 분야의 박
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은 교육 재단과 학교 설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앞의 꿈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더 살기 좋은 사회 형성에 대한 기여가 저의 최종 꿈 너머 꿈입니다.
현재의 꿈들은 이렇지만, 이 꿈들을 이뤄나가면서 더 원대하고 큰 꿈을 꿔갈 생각입니다. 아직 구
체적이지 않은 꿈들은 앞의 꿈을 실현하면서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고 작은 꿈들부터
이뤄나간다면 언젠가는 최종적인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앞의 꿈들의 실현과 그 것
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설정한다면 점차 발전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꿈이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바쁜 삶에 의해 잊고
있었던, 꿈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꿈을 이루는 과정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꿈 실현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의 도래에 박차를 가하였
으면 합니다.

※ 2016년 대한환경공학회 여성과학위원회 주관 특별세션 : The Power in Your Dreams 스피치 주제발표 정리
※ 비영리법인 <사람과미래환경>으로부터 응원상으로 받은 격려금으로 이 책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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