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농업 다리놓기>
공부모임에 초대합니다.
농사는 온 몸의 오감은 물론 힘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의사소통과 사고능력, 상호관계가
중요한 일이기도 하구요. 이 때문에 장애인은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만, 농사를 통해 몸과 마음과 관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적 자극을 주고받는 교육의 기회
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농사일을 함께 하면서 장애인의 몸과 마음과 관계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더 조화롭게 치유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농사를 지으면
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을 안에서
자립을 꿈꿀 수는 없을까요?

8/30, 9/20, 10/18, 11/15, 12/6 토요일 오후 2:30 ~ 6:3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68-21

밝맑도서관 2층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간답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에서 그 길을 찾고 싶은 분들과 이 공부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꿈이자라는뜰이 지난 5년을
지내오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이야기들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슷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만나
함께 고민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우고 나누고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꿈뜰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www.greencarefarm.org

+

+

8월 30일 2:30 장애와 농업 다리놓기 개론_네가지 열쇳말: 교육, 치유, 자립, 마을
_진행: 보루(꿈이자라는뜰 대표일꾼, 최문철)

토요일
4:30

꿈이자라는뜰 사례 소개, 꿈이자라는뜰 농장 견학 _진행: 보루

9월 20일 2:30 배움의 장, 텃밭정원교실 만들기 I_<학교정원 가꾸기> 교재 함께 읽기 _진행: 보루
토요일
4:30

장애와 치유농업 _상처를 어루만지는 농업
_강의: 김형득(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0월 18일 2:30 배움의 장, 텃밭정원교실 만들기 II_ 교재 함께 읽기, 허브수확 등 농사 실습 _진행: 보루
토요일
4:30

장애와 교육농업 _특수교육 적용사례
_강의: 홍화숙(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교과연구회, 특수교사)

11월 15일 2:30 배움의 장, 텃밭정원교실 만들기 III_ 교재 함께 읽기, 농장설계 실습_진행: 보루
토요일
4:30

장애와 자립농업 _장애인직업개발연구사례, 해피투게더 농장 사례
_강의: 임유신(경기도 직업개발연구센터 사무국장, 해피투게더팜)

12월 6일 2:30 장애와 마을 ①_해외 장애인 공동체 마을 사례 나눔
_ 캠프힐, 프로비넌스팜 등 _진행: 보루

토요일
4:30

장애와 마을 ②_캠프힐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과제
_진행: 남기영(캠프 아라리/정선햇살자연농원 대표, 농부)

<장애와 농업 다리놓기> 공부모임에 초대합니다.
꿈이자라는뜰은 발달장애청소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건강한 삶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배움터입
니다. 꿈이자라는뜰을 시작한 2009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장애와 농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
을지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찾은 네가지 열쇠가 바로 <교육, 치유, 직업, 마을>이었지요. 이 네가지 열
쇳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이웃들을 이번 공부모임에 초대합니다! 안내역할을 해주실 좋은 선생님
들도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번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홍동에서 만나요~
* 일정: 8월 30일, 9월 20일, 10월 18일, 11월 15일, 12월 6일 토요일 오후 2:30 ~ 6:30
(첫모임인 8월과 마지막 모임인 12월은 셋째 주가 아닙니다)
* 장소: 밝맑도서관 2층 공부방(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68-21번지)
* 대상: 특수교사, 마을주민교사, 학부모, 농부 등 누구나
* 가급적이면 공부모임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동네마실방 뜰>에서 맥주와 함께 이야기모임도 이어집니다.
먼데서 오시는 분들은 갓골 게스트하우스 숙박을 추천합니다.
*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식사, 맥주, 숙박, 교재구입은 자부담입니다.)
* 강사의 사정에 따라 순서가 바뀌거나, 강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교재: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정원 가꾸기> _학지사
* 본 공부모임은 홍성군 평생교육센터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 꿈이자라는뜰의 자세한 소개는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www.greencarefarm.org/197

꿈이자라는뜰 블로그 www.greencarefarm.org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eencarefarm / 트위터 @greencarefa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