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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한국학교, 소통∙공감의 감성교육‘아버지와 함께하는 청소년감동캠프’열어

  상해한국학교(교장 신현명)는 11월 17일(토), ‘아버지와 함께하는 청소년감동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5~6학년 아버지와 자녀 17가정 34명이 참여한 이 캠프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소통을 통한 

관계 회복과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 지원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 능력의 함양을 목

표로 하였다. 이 행사는 두란노아버지학교 상해지부의 아버지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낸 교

육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었다. 



  캠프 참여자들은 레크레이션, 도전 감동벨, 그림으로 마음 나타내기, 안아주기, 부모·자녀 강

의, 편지 쓰기와 나눔을 통해 자녀의 마음, 부모님 마음 읽기, 세족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하는 동안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이어갔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전체 진행과 자녀 강의를 맡은 박재우 강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믿고,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북돋았다. 

  또 아버지 강의를 맡은 김석훈 강사는 부모의 사명으로 ‘자녀 삶의 원천’, ‘자녀의 지표’, 

‘자녀의 자부심’, ‘미래의 보장’ 4가지를 제시하였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건네줄 배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건네줄 수 없다며 부모가 우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족식이었다. 불이 꺼지자 자녀들은 따뜻한 물이 담긴 대

야를 들고 들어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앞선 활동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던 자녀

들의 얼굴은 아버지 발의 굳은살을 만지는 동안 진지하게 변화해 갔고, 자녀들과 아버지의 눈

이 마주칠 때 서로에게 남아있던 긴장감과 어색한 기운은 완전히 녹아 버렸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아빠 발을 씻겨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 했다”며 “아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후 상해한국학교 신현명 교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부모∙자녀 간의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상해한인여성경제인회의 예산 

지원, 두란노아버지학교 상해지부의 자원봉사, 온 토요일을 캠프에 헌신한 가족들이 있었기에 

캠프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상해한국학교가 각 가정

의 부모∙자녀 소통 공감을 위한 교육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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