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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환경교육위원회

100세 시대를 맞이한 것은 분명한 듯하다. 건강하게 살아야한다는 것에도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어 보인다. 육체적으로 아프지 아니한 것만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
하지는 않을 터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하겠다.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며 지내는 삶의 무대 주인공을 두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라 일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건강한 삶은 무엇이며, 이에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느낌적 느낌만으로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
이다. 건강한 삶의 정의는.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Carl R. Rogers)는 어린아이에게 자건거 타는 법을 가
르쳐 줄 수 있는 가장 근간의 힘은 “아이의 용기”라고 했었던 인물이다. 즉 하려는
용기를 가지지 않은 아이에게 새로운 도전은 시도하기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칼 로저스는 그의 체험과 실험적 기초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정의한 바
있다. 건강한 삶이란 인간 유기체가 내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향대로 움직이
는 과정이며, 선택된 방향성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이다.
이렇듯 건강한 삶의 무대에서는 체험에 의해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과정을 축적
하고, 매 순간을 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자아와 성격을 바탕으로 체험
을 받아들여 마침내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잘못된 신뢰가 아닌 진정한 신뢰
를 말함은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될 것이나, 여전히 자신을 속이는 것조차 모르는
왜곡의 삶의 주인공들이 적지 않아 노파심에 한 줄 넣었음이다.
칼 로저스가 말하는 건강한 삶을 살면서 매 순간 건전한 삶을 영위하게 되므로
건강한 삶속에서의 우리는 더욱 기능적인 유기체로 변화, 성장하며, 체험을 통해 또
는 그 체험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자각하므로 더 더욱 기능적인 사람이 된다. 즉
사적 번영과 공적 번영이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 사회 구성원에게 기능적으로 긍정의 역할을 보완하며 함
께 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다양함이 넘쳐나는 수평적 다발성과 살아온 삶의 무게가 달리 쌓인 수직적 복잡
성에도 환경인에게 중요한 역할은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일까?
환경교육은 깊이 바라볼수록 더 넓게만 보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숙제인 것
같다. 또 고민을 더 해 보지 않을 수 없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