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물놀이 가입시기
상쇠가 되려면 최소 1 년이란 기간동안 큰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 년 큰 행사로는 봄학기에는 Oakland Heritage Night 행사가 있었고
가을학기에는 추석, 쇼케이스, 중국행사 오디션이 있었죠. 행사에 참석하면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리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점-20/100: 행사당 5 점 배점)
2. 출석률 - 상쇠가 되려면 부득이한 경우 (SAT 시험, 질병, 행사등)를 제외하고는 연습과
행사에 매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본이 되어야 하니까요. 어쩔수
없이 빠질 경우엔 결석 이유서를 제출하면 더 좋겠죠.
(배점-20/100: 결석 한 번에 4 점 감점)
3. 현재 상쇠의 의견존중 - 현재 상쇠로 있는 에린이와 쥴리아에겐 어제 투표에서 투표권이
주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큰 행사때마다 아이들을 리드하고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관심있게 봐온 두명에게 앞으로 그 역할을 맡아 할 아이들을 투표하는
자리에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점-20/100: 에린 10, 쥴리아 10 - 각 상쇠는 선택한 3 후보에게 10 점씩 부여 (발언권을
주자는 의미하에)/ 선택되지 않은 후보는 각 8 점씩 부여 )
4. 원장님의 의견 - 원장님은 곤란해지실까봐 아이들의 투표로 상쇠를 뽑는 방식을
택하신것 같은데 아이들을 계속 지도해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실 분으로서
어느정도 선생님의 의견은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점-20/100: 선택한
3 후보에게 20 점씩 부여/ 선택되지 않은 후보는 각 16 점씩 부여 )
5. 단원들의 투표- 물론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하니까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점들을 배재하고 아이들의 의견으로만 상쇠를 뽑는다는거엔 많은 무리와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배점-20/100: 득표순으로 점수 가산-예) 최고 득표한 아이 20 점, 그 다음 아이-19 점, 18/
그외 후보들은 16 점씩 부여)
*1 번이나 2 번중 한 항목에서 0 배점일 경우 자격 미달 (이런 이유에서 어제 뽑힌 3 명중
2 명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리스와 우연이는 지난 1 년동안의 큰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쇠에 뽑힌 세아이들중 둘은 아시겠지만 사물놀이 팀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뽑힌게 정말 아이들이 그아이들이 음악적 소질이 있어서,
통솔력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 나라 문화에 큰 열정을 보여서... 뭐 이런 기준으로 뽑았다기
보다는 친구라서, 아니면 학년이 높아서,... 그런 이유로 뽑았다는 생각 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상쇠를 뽑을때 곧 senior 가 될 자녀를 둔 친분이 있는 부모님들 몇몇이
사물놀이에 아이들을 투표전 가입시키면 그 아이들이 뽑힐 확률이 가장 높아 지겠지요.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실력이 아닌 한국에서 처럼 학연, 지연, 혈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국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로서의 책임이자 권리이겠지만 한국의 악습까지 아이들을 경험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너무
약게 기회를 노리며 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해 사물놀이 단원이 늘고 아직 자리를 잡지못한 상황에서 모든일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진행되는걸 기대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중요한 규정들은
정립되어야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이 사회에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시행착오를 통해 규정들이 바뀔 수 는 있겠지만 거의 아무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냥 그냥 넘어가고 다음을 기약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틀이 정해져야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상처받는 일, 오해하는 일, 많은
부분을 관용과 이해로 받아 주고 있는 현 사물놀이 단체를 아이의 대학진학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어지게 (적어지게) 되겠지요. 사물놀이 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을 더욱 더 신뢰하면서 열심히 아름다운
한국의 소리를 배울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