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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후기(2019.1.21.~1.25.)

김정주(서귀포 흥산초등학교)

저의 직업은 초등교사입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어가고 마무리하는 일을 1년을

주기로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제가 과연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었

고 그런 상태에서 통합과정 워크숍1을 듣게 되었습니다.� 갔다 온 뒤 서클을 진행하며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이야기들…….� 아이들과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제

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서클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통합과정2�워크숍을 신청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피스빌딩 선생님들을 보니 반갑고,� 같이 공부할 선생님들을 보며 긴장

되지만 설레는 기분으로 워크숍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놀이 하고 서클을 하며

점점 서로의 거리가 줄어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는 참 소중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의 벽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

되어 있고,� 학교 외에서 사회생활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역,� 직장,� 종교 등 여러 맥락에서 지내온 사람들

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학부모님과

만난 것이 기억에 남는데,�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

문입니다.� 때로는 교사들에게 무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열정이 없는 교사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한다는 말을 들으며 제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만큼,� 역할을 정하고

1:1� 대화,� 1:2� 대화,� 문제 해결 서클 실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 1년간 교실에서 제가 목격하거나

들은 상황에서 판단되는 피해 학생에게만 심정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

습니다.� 질문을 하면 가해 학생도 이유 없이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해 학생

이 되어 실습을 했을 때 ‘누구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

다.�

아직 익숙지 않지만 문제 해결 과정을 더 익히고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붙었는데 마음 속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겪고 있던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받아왔던 피해의 기억으로 괴로웠

습니다.� 조정자는 없지만 제 스스로 ‘직면’하기로 하고 언니와 이야기하자고 연락을 했습

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니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묻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했

던 내가 가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라고만 생각했던 가족이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의 이야기 끝에 많은 오해를 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직면’의 순간은 떨리고 힘들었지만 그 후 제 마음은 한결 잔잔해진 호수와도 같았습니

다.

저는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이 워크숍에 참여하였는데 워크숍 후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 삶에 있을 많은 갈등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

등을 피하기 위해 덧나는 행동은 피하고 몸을 사리느라 고생했던 제 모습도 이제야 보

입니다.� 문자로 쓰인 철학에서 제 삶의 철학으로 한층 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에서 나눈 그 많은 사례와 실습의 경험이 비료가 되어 용기를 싹 틔울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신 피스빌딩 선생님들과,� 배움을 같이 한 분들과,� 그리고 용기를 낸

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