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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을 마치고

� 전성주(광주백운교회 목사)

� �

� � 회복적 정의와 실천 워크숍(2019년 겨울 통합 과정1,� 2)에 참여해서 보람 있는 시간

을 보냈다.� 그러나 이 워크숍 과정에 참석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2년 전 지

인으로부터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에 대한 소개를 받았지만 그때는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회복적 정의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나는 이미 소통과

치유를 위한 과정으로 비폭력 대화(NVC)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폭력대화(NVC)를 통한 갈등 중재 과정을 이수했고 NVC� 중재를 적용해서 부부

이혼 갈등 중재와 회사 간 갈등 중재 그리고 학교 폭력 당사자 중재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회복적 정의 실천 워크숍까지 참여해야할지 고민이 있었다.� 물론

워크숍 참여 시간과 비용도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다.�

� � 그런데 기존에 배웠던 중재 과정만으로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다.� 양 당사자만

중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가족,� 부모,� 교사,� 친구)들까지

참여하게 되는 그룹을 중재하기 위해 RC(Restorative� Circle,� 회복적 서클)과정을 이수

하게 되면서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의 ‘회복적 정의와 실천’� 워크숍에 관심이 커졌

다.

� �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의 겨울 통합 과정1을 끝내고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내가

그동안 다른 곳에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KOPI)에서 특별한 배움이 있을까?’

라는 편견이 깨졌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에서 받은 깊은 감동은 ‘통합 과정1’을

마친 후 곧바로 ‘통합 과정2’에 참석하고 싶은 갈망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통합

과정2’를 마친 지금은 5월부터 열리는 ‘회복적 정의 전문가 2급(분쟁 조정자 전문 과

정)’에 대한 큰 기대로 이어져 있다.�

� � 이곳에서 배운 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로서 교회 안

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했다.� 기존 피라미드 구조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나는 소통과 상생의 길을 찾아 헤맸다.� 황

폐하고 쓸쓸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곳이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이다.� 통합

과정1,� 2에서 배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Paradigm)’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교

회 본질을 회복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외치지

만 교회 내부에서는 갈등과 단절이 계속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하듯,� 정의와 회복을 외치는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영혼은 정의와 회복을

갈망하다 탈진되고 쓰러진다.� 교회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늘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곳(KOPI)에서 배운 서클

(Circle,� 신뢰 서클과 문제 해결 서클)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되고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 되리라 확신한다.� 지금

교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의 패러다임을 넘어,� 서클 구조의 행정과 서클을

지향하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서클 구조의 소모임은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주리라 믿는

다.

� �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형제 부모님들과도 평소에 ‘신뢰 서클’을 통한 기도와

‘가정 예배 서클’도 실천해보려 한다.� 가깝고도 먼 관계인 가족들이 회복되고 친밀해 지

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이 번 워크숍에서 배웠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

지만 부담이 될까봐 혹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말문을 꺼내지 못하는 가족 문화

(?)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도 공감으로 들어주며 상호 존중의 대화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평화)� 가족 공동

체를 상상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가 지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이 회복적 정의는 가

족 문화,� 학교 문화,� 교회 문화,�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문화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 새

로운 문화의 흐름에 나도 한 방울의 물이 되었음을 생각하니 가슴에 생동감이 가득하

다.� 정의와 회복을 위해 새로운 흐름과 문화를 꿈꾸는 우리에게 KOPI는 새 술을 담는

새 부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