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메일함에, 얼마 전 돌아가신 마셜 B. 로젠버그 선생이 남긴 문장이 도착해 있다.

“We are responsible for what we hear other people say,
and for how we act.”

타인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 모두,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고 해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습관
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그 오래된 습관을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깨어서 상대의 이야
기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깨어서 듣고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
한다. 습관의 굴레가 아니라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마셜에게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마셜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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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물었다.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책상을 빼고 의자만으로 둥그렇게 둘러앉는 자리 배치가 참여자들에게 익숙지 않
다. 평소엔 책상이 있어서 자기 앞도 가리고 손을 기댈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치우고 맨몸이 상대에게 드러나니 당황할 만도 한 것이다. 게다가 워크숍이 아
니라 강의를 들어야지 하면서 온 참가자들의 경우엔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원형 배치의 워크숍이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가 많을 경우, 자
리 배치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자리 배치는 강사 한 사람이 목소리를 독점하고 참가자들은
그 강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 배치의 강점은 강사가 전달
하고자 하는 바 즉, 그의 경험과 지식과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참여자들과 나눌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효율성을 염두에 둔 자리 배치이고 우리가 학교를 비롯 평생
교육기관 등에서 늘 경험해 오는 방식이다. 반면, 발언의 권리가 강사에게 집중되고
참여자들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상명하복이
라는 권위주의적 시스템에 어울리는 교육 방법이며, 삼각형으로 상징되는 지배 체
제의 복제품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배움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탐색하는
것이다. 누군가 진리를 독점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
자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통찰에 이르도록
서로 돕는 것이다. 진행자로서 나의 역할은 이러한 서로 배움의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고, 나 또한 이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서 그걸 나누고 싶은 것이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하고, 우리가 둘러앉은 형태로서의 동그라미를 칠판에 그리고 물은 것이다.
다양한 응답이 돌아온다.
우주 같아요, 수평적이에요, 서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화 워크숍에 어울리는 자리
배치예요 등등
그리고 또 묻는다.
"가운데에 조그만 화분이 있죠. 그건 무얼 뜻하는 걸까요?“

회복적생활교육(교사) 워크숍@문산북중_6회차 | 2/3

재치 있는 답변
우리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서 낯가림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화분에다가 눈을 둘 수 있잖아요. 시선 처리용?
이런 배치에 익숙하지 않은 첫 참가자들이 막 웃는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면
서 서로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 "맞아, 나도 처음 왔을 때 눈을 어디
다 둬야 몰라서 좀 뻘쭘했다니까!" 하면서 맞장구도 치고.
동그라미의 의미는 참여자들이 찾아낸 바로 그 의미다. 덧붙인다면, 온전한 동그라
미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의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 10개의 의자를 배치했는데, 시작할 때엔 8명으로 시작했고, 나는 남은 의자
둘을 빼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화분을 중심으로 좀 더 가까이 모이자
고 했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한 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30분 여 지났을 때 두 명의 참가자가 합류했다. 그 두 사람을 원으로 들어오게 하
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자신의 의자를 움직여야만 했다. 그 사실을 떠올
리며 말했다. "이 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거나 빠지면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가 공동체 모두에 영향을 미
친다는 걸 의식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원을 움직여요. 또
그 한 사람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전체는 하나를 위해 기꺼이 움직이고
하나는 전체와 함께 하죠.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랍니다.“
가운데 있는 화분의 의미는 우리가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또 그 중심으
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 각자는 내면의 진실을 품고 있으며 그 진실을 저
중심을 향해 내어 놓을 때, 그럴 보는(듣는) 참가자는 큰 선물을 받는 것이다. 배움
은 각자의 진실이 중심을 향해 내어놓아질 때, 그리고 그 선물을 온몸으로 받아들
일 때 일어난다. 우리가 모인 목적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타인의 그
름을 증명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진심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배
우고 성장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치유는 그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 어제(2015-06-01) 첫 모임을 시작한 부모 의사소통 훈련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
리며 정리한 내용이다. 부천시테크노교육문화센터에서 총 5회기(각 2시간)로 '부모자녀, 가슴으로 대화하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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