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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 피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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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3시 기상,� 5시 출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백양사 휴게소에서 30분

간 자동차 안에서 수면,� 그리고 다시 출발,� 태어나서 최초로 서울톨게이트를 자가 운전

으로 통과하고,� 낯설지만 조금은 궁금해 했던 남양주시,� 거기에 위치해 있는 피스빌딩에

9시 40분에 도착했다.� 10시에 시작한다는데 맞춤하여 잘 왔다.�

� � 나는 20년이 넘게 상담을 공부한다고 전국산천을 헤매고 다녔다.� 내 나이 이제 예순

여섯 살,� 이 나이에 내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떠나야 한다

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조심스럽고 나 자신에게는 안타까움으로 주저하였다.� 게다가

숙박시설을 예약해보려 해도,� 모두 다 예약이 불가능하다든가,� 계속하여 여러 날을 예약

할 수 없고,� 밤에야 입실이 가능하다는 등 러브호텔로만 기능하는 숙박업을 하는 것 같

은 남양주의 일부 숙박업자들의 대답은 나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 � 하지만 막상 피스빌딩에서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특별히 윤선

생님 부부의 눈에 띠지 않게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바쁜 중에도 게스트하우스에 직

접 와서 오신 손님이 안전한지,� 편안한지를 일일이 살피시는 원장님의 섬세함과 정중함,�

워크숍 중 두 번이나 전체 수강생을 위하여 직접 구운 쿠키와 케익을 만들어준 원장님

사모님,� 연수 내내 전체 스탭진의 시종일관 정중하고 섬세한 안내와 배려,� 그리고 기대

하지도 않았던 훌륭한 식사까지!�

� � 이번 연수에서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다.� 평소에 한국 개신교의 운영형태에 아쉬

움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회복적 정의’를 배우겠다고 오신 젊은 목사님들의 자세는

나에게 신선함과 희망으로 다가왔다.� 학부모로서 오신 분들,� 사회복지나 상담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새로운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분들,� 사법영

역에서 회복적 정의를 연구하고 적용해 보겠다고 오신 분들!� 모두 다 우리사회의 문제

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었다.�

� � 20여년을 공부하려 돌아다니면서 좋을 일을 한다는 분들에게 감동도 받았지만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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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도 많았다.� 지적 전문성과 선점을 무기로 휘두르는 갑질,� 선한 일이라는 미명하에 일

어나는 사람들의 이기성을 보아왔다.� 이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서클,� 비폭력대화 각�영

역에서 한국사회의 문제를 평화와 협력과 상생으로 연결해 보는 움직임들이 초심을 잃

지 않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선한 경쟁과 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래본다.� 거기에 나도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나 자신,� 전체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