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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 전환점

  대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말로만 들어봤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

목을 접하게 되었다. 평소 어릴 때부터 쭉 공부했었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들과는 너무 

다르게도 프로그래밍. 코딩이라는 것은 너무 생소했다. 처음 접한 것인 만큼 접근하는 것도 정

말 어려웠다. 프로그래밍과 나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코딩은 다른 과

목들과는 달리 엄청나게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프로그램은 절대 완

성되지 않는다. 평소 계산실수가 잦고 덜렁대는 편이었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어려

움을 겪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혼자서 공부하기 매우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1학기 때 배웠던 C++은 그냥 포기해버리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학습꿈터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파이썬에 매우매우 능통한 이끄미를 만나게 되

었고,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 기초를 탄탄하게 배우니 응용이 

9할인 프로그래밍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정말 재밌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이끄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만큼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 흥미가 생겼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손도 대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성격인데 프로그래

밍에 흥미가 생기니 집에서도 노트북에 계속 손을 대게 되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내 또래의 이끄미, 따르미와 매 주마다 만나서 같이 공부하며 대화를 나

누는 것도 너무 재밌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교수님과 학부생 이라는 벽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해 궁금증을 해결 하지 못했

다. 그것의 나비효과로 그 전 내용을 응용해야 하는 다음 챕터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었다. 이

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게 되었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

고 좋았다. 프로그래밍이 정말 재밌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습꿈터가 끝나고 파이썬

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과목을 접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습꿈터에 참여하기 위하여 따르미는 필수적으로 학습 상담에 참여해야 했다. 나는 상담 

선생님과 여러 번에 걸쳐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그

냥 필수의례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상담일 수 있었을텐데도 그저 상담자일 뿐인 나를 위

해, 선생님은 많은 것을 공감해 주셨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셨다. 처음 상담이 끝난 후, 필수

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1회의 상담 이외에도 우리는 추가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그렇게 몇 주

가 흐르고 선생님과 나는 어릴 적의 서로의 꿈이나 가정 환경,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이르

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공감했다. 그 덕분에 나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내

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내 전공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도 혼자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내 미래에 대한 생각

도 정말 진지하게 하게 되었다. 학습꿈터의 본질적 내용인 이끄미와 따르미간의 교류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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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며 학부생 끼리의 친목 또한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비록 형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지

만 상담 선생님과의 만남은 나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었던 철없었던 마인드를 가졌던 잘못됨을 깨닫고 

선생님의 조언을 통하여 내가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물론 나의 전공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의 연계

성이 많지는 않지만, 남들과는 다른 지식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학습꿈터라는 프로그램은 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존재였고 기회였다. 내가 앞으

로 사회생활을 하며 현실에 치여도, 먼 훗날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오늘의 기

억과 느낌을 잊지 않은 채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