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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사와 함께 꽃피우는 회복적 정의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점검하며  문산북중학교(교장 김재근)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생활
교육’이라는 주제로 올해 들어 8번째 모임을 가졌다. 특히 지역에
거주중인 생활교육 전문가와 함께 매시간 진솔한 나눔을 바탕으로
교내에 회복적 정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
다.
◦ 교사 17명이 전부인 문산북중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의견에 따
라 지난 2월 25일 6시간의 연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주 지속
적인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
◦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보급한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신호승(동그라미대화훈련센터) 대표가 주
제강연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보다 의미 있었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 신호승 대표는 연수를 진행한 소감에 대해“생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여정이었고, 낯선 길이었다. 이미 익숙해
진 오래된 습(習)이 몇 번의 워크숍, 소통과 협력의 몸으로 바뀔
순 없을 것이지만, ‘지금-여기’이 땅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가
운데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수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지만, 연수에 참
여한 교사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한다.
◦ 한인숙 교감은 “많은 업무와 학생들 지도에 힘든 일정을 진행
하는 교사들이 퇴근 시간 후에 원형으로 앉아 서로 마주보며 학
생지도에 고민들을 털어놓고 함께 생각하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학생 지도
시 권위에 의한 지도가 아닌 대화로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연수여서 더욱 더 보람을 느
낀다.”고 말했다.
◦ 연수에 참여중인 왕지희 교사는 “연수 전에는 몰랐는데 경력에
관계없이 서로 같은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좋
은 연수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신호승 대표와 문산북중학교의 회복적 정의를 꽃피우기 위한 노
력은 앞으로도 매주 계속된다. 순간순간이 배움과 기쁨을 가득
한 학교가 되길 바라고, 서북권 혁신공감학교의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의 표본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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