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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8월 초, 딸은 고3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끝내고 수시 지원 대학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 뒤 자기소개서 쓰기

에 들어갔다. 3년 내내 내신 시험과 수행평가로 머리에 집어넣는 공부를 하다가 8월 한 달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머리에서 

꺼내 1천 자, 1천500자, 1천 자로 글쓰기를 해야 하니, 두뇌 전환이 쉽게 될 리 있겠는가. 학생부를 펼쳐놓고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 경험이나 활동’을 같이 찾아보자고 하자 딸은 가방을 주섬주섬 쌌다. 차라리 수능 공부를 하겠다며 독서실로 도

망갔다.  

● ● 글은 마감이 있어야 써진다. 8월 여름방학 동안 담임 선생님은 자기소개서 써야 하는 학생들을 각각 세 번 이상 봐주

셨다. 딸은 담임 선생님과 약속한 바로 전날 밤이 되면 뭐라도 썼다. 그리고 다음날 처참하게 깨지고 돌아왔다. 한 번에 통

과된 같은 반 친구도 있는데 자기는 왜 이 모양이냐고 했다. 그래도 선생님과 약속을 잡은 덕분에 자기소개서는 조금씩 채

워졌다. 딸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합격한 선배가 와서 자기소개서를 봐주기도 했다. 선배는 자신이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도 

보여주고 조언도 해주고 하소연도 들어주었다며 고마워했다. 쓰고 고치고 또 쓰고 또 고치려면 그렇게 누군가 다른 시각으

로 조언해줘야 했다. 본인은 그 순간 최선을 다해 머리를 짜내 쓰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고칠 부분이 보

이지 않는다. 자기소개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법한 분을 찾아 대교협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최하는 공교

육 일대일 상담도 각각 신청했다. 고등학교 선생님의 평가를 듣고 와서 쓱 읽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눈에 띄는지, 어떤 부

분이 부족해 보이는지 등을 딸에게 전해주었다. 딸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자기

소개서를 고쳐나가면서 면접 준비와 수능 공부도 함께했다.

● ● ● 수능 공부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일찍 끝낸다는 것은 적어도 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9월 중순, 수시 원서 

제출 마지막 날까지 고쳤다. 그렇게 한 달 남짓 고생한 덕분인지 9월쯤 되자 무엇을 쓸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풍부한 

아이디어와 표현력이 스스로 뿜어져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비행기를 보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정비하고 훈련하고 난 후 

활주로에서 달리기 시작하니 점점 속도가 붙고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는 모양이 그러했다. 최종 제출한 자기소개

서를 보며 딸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 껍질을 깨고 다른 세상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라고 했다. 지금 자기소개서 때문

에 괴로워하는 많은 고3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쓰고 있나 절

망스러운 그 심정 이해한다고. 그렇게 한 땀 한 땀 고쳐나가다 보면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스스로가 대견스러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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