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겨울통합W_후기3>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공동체 빌딩

김유미(사단법인 월드투게더)

� �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피스빌딩.

6개월 전,� 40도를 오르내렸던 그 뜨거운 여름보다도 더욱 뜨거웠던 연결.� 함께 한 분들

과 나누었던 한 조각의 웃음,� 한 조각의 포옹,� 한 조각의 따스함을 그리워하던 차였어

요.� 얼른 다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6개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

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서,� 에어컨을 켜던 강의실은 우리가 나눈 품처럼 따뜻

한 바람을 불어내고 있었어요.� 피스빌딩으로 저를 이끈 건,� 아마도 보이지 않는 우리 사

이의 그 몽글몽글함,� 그 아련함이 아니었을까요?

� � 아!� 반가워!

� � 1+2� 과정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다시 재회!�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이곳에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간의 일들을 마구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흐흐흐흐흐흐.� 언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알아온 친구보다 더 가까워졌을까요?� 더 깊어졌을까요?�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가슴 가득히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요?

� �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너와 나,� 공동체인데 말입니다.

� � 이번 3+4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건,� 마지막 날이었지요.� 이름하

야 문제해결서클.

� � 학급에서 한 학생의 지갑이 없어진 사건을 서클로 다루어보는 과정이었어요.� 서클을

진행하는 사람,� 진행자를 도와주는 사람,� 지갑을 잃어버린 학생 역할과 같은 반 학생 역

할을 하며 서클이 시작되었습니다.

� � 분실 사건이 서클로 해결될 수 있을까?� 지갑을 잃어버린 학생과 가져간 학생이 서클

이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실에 다시 신뢰가 찾아올까?� 이게 정말 서

클로 가능한 거야?

� � 담임선생님 역할의 진행자와,� 학년부장 선생님 역할의 보조 진행자의 시작으로 서클

이 열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학생 역할 없이 한 번,� 지갑을 잃어버린 학생 역할과

함께,� 총 두 번의 서클을 통해 같은 반 학생들 역할을 하는 구성원의 생각과 경험을 나

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학생은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

누었고요.



� �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예상과 판단을 넘어서는 결과.� 결과

는 이랬습니다.� 서클을 통해 지갑을 가져간 학생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었죠.� 무슨 말이냐고요?

� � 한 학생의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으로부터,� 같은 반 학생들은 수많은 생각을 할 수 밖

에 없었어요.� 이를 서클을 통해 나누었지요.� 학생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죠.� 서클

을 통해서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끈끈한 우정이었어요.� 지갑을 다시 찾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 � 저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문제해결 서클에 참여한 선

생님들 사이에도 더 깊은 우정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 � 우리 자신의 사례가 아닌,� 책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례로,� 연습을 위해 진행한 서클

이었음에도 그 서클을 경험한 우리 사이에는 깊게 무르익은 진한 사랑의 향기가 이미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 �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피해를 겪을 때,� 그 일이 있기 전의 상태로 복구되

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해결될 수 없다고요.

� � 문제해결 서클은,� 저의 이런 신념을 아주 가볍게 녹여주더군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공동체라고요.

� �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피해의 크기도 작아지고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받지요.� 어려움이 닥쳤

을 때,�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면,� 어

려움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삶의 조각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

동체더군요.

� � 지금 혹시,� 뜻하지 않은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서로를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여

앉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봐요.� 우리 함께 조금만 용기를 내 보기로 해요.� 저와 당신에

게 진심을 담아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