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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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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휴강프로젝트 WITH CAMP]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 기윤실 청년캠프 - 2019년 8월 9일(금)~10일(토) 1박 2일, 여전도회관 (종로5가, 연지동)

 □ ▲교회 혹은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싶거나, ▲공동체 내의 불편한 관

습, 문화를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화해 캠프 개최

------------------------------------------------------------------------------------------------------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오는 8월 9일(금)~10일(토), 공동체 내 갈등 관계와 불편함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WITH CAMP (이하 위드캠프)’를 1박 2일로 개최한다.

 □ 위드캠프는 ‘청년과 함께, 고민과 함께, 우리가 함께’라는 뜻으로,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옆에서 함께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 이번 캠프의 길잡이 강사는 비폭력평화물결 반은기 평화활동가로, 경청실습/감정지도

그리기/회복적대화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 주제 :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 일시 : 2019년 8월 9일(금)~10일(토) 1박 2일

  • 장소 : 여전도회관 블레싱홀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 길잡이 강사 : 평화활동가 반은기 (비폭력평화물결, 평화교회연구소)

  • 대상 : 교회/공동체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관계로 고민하는 청년 (최대 20명)

  • 회비 : 35,000원 (학생, 구직중/쉬는중인 청년 20,000원)

  •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운동본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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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서 

  

8월 9일(금)

18:30-19:30  환영의 만찬

19:30-21:00 스며들기
처음 나누는 인사 (오리엔테이션)

한 걸음 가까이 (아이스브레이크)

21:00-22:30 연결하기
여는 강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그룹 대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2:30-23:30  못 다한 이야기

8월 10일(토)

08:30-09:30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식사와 스트레칭

09:30-12:30 이해하기
동그라미 대화 ❶ 
 “공감-경청실습, 감정지도그리기, 갈등씨앗질문”

12:30-13:30  쉼표를 찍는 식사

13:30-17:00 화해하기
동그라미 대화 ❷  
 “화해로 나아가는 회복적 대화 워크숍”

17:00-18:00 물들이기 
약속과 격려 
 “나, 그리고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 캠프의 첫째 날에는 서로 인사하고 알아가기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아이스브레이크 후 

‘여는 강의’를 통해 공동체에서 불가피한 갈등과 불편함의 양상, 대화와 화해의 중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서 참가자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각자 사례

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 둘째 날에는 반은기 평화활동가(비폭력평화물결)가 회복적써클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

가자들은 공감-경청 실습, 갈등씨앗질문, 회복적대화 프로세스 등 더 잘 소통하고 화해

하기 위한 실제적 교육 및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 이번 캠프를 준비한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기획팀은 ‘무엇보다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며 ‘소통단절과 갈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공동체가 화해와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이번 ’위드캠프‘가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

윤실 김현아 팀장 070-7019-3756, ce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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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자체휴강프로젝트 WITH CAMP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웹자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