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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사업계획�

어렵고�힘들� 때

그� 곁에�

함께�하는�사람

[갈등해결사업]

갈등을�예방하고�평화로운�방법으로�해결하는�것을�돕습니다.�

공동체�회복을�위한�갈등중재,� 회복적서클,� 진행자�심화훈련�

학교,� 기관,� 지역사회의�갈등현장에� NVC�Mediator� 파견

-� 안전하고�따뜻한�학교� 만들기_기린마을�프로젝트,� 관계회복조정�프로그램�

-� 가족,� 이웃간의�갈등,� 분쟁_� 무료� NVC중재�서비스� (열린공간,� 마을중재)� �

-� 회복적�경찰활동_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진행�

l 열린공간,� 마을중재� _� 무료�중재� 서비스� /� 권영선,� 안진희,� 이미경,� 이태형,� 구승례,� 노희정,� 한승희

- 가족,� 이웃,� 지역공동체에서�갈등과�분쟁이�발생했을�때�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연결을� 도모하고,�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협력하며�

평화적으로�다룰�수�있게�지원하는�무료� 서비스입니다.�

-� 목표� :� 연간� 24건�

l 회복적�경찰활동� �

-� 활동가�워크숍� 5회,� 자료집�발간,� 사업운영팀�구성

-� 퇴직경찰관�교육,� 전담경찰관�교육,� 운영매뉴얼�공동연구

-� 44개� 경찰서,� 진행자� 87명�

l 한국NVC중재협회� (2018.3.29.� ~� )

회장_권영선,� 총무_송미경,� 박성일� � �

운영위원� :� 강지명,� 구승례,� 김도연,� 한승희,� 황필규

l 제5회� NVC중재�갈등해결�컨퍼런스� /� 한국NVC중재협회�

- 주제:�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에서�공감을�말하다.”

두려움�넘어

용기를�내어

직면하는�

사람들과�함께� �

회복적�경찰활동�현장에서

“대화모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순간이 기억이 남을 거 같아요.” (사전모임을 마치며) 

“가해자분께서 알코올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병원에 가서 본모임을 진행했었는데 경관님도 함께 끝까지 참석하셨어요. 

피해자분과 가해자분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차례나 인사해주셨어요.

경관님께서도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모임을 진행하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날도 춥고 장소도 열악했는데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연결되니 감동이였답니다~” (김정미, 송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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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린마을�프로젝트�

- 기린마을�활동�프로그램�교안� 제작� (2~4회기)

- 기린마을�활동가�역량�강화� (연2회)�

- 신규�기린마을�교구재�지원�

- 기린마을�홍보�및�활동가풀�확장

- 기린마을�활동가�모임�

현황�

-� 2021년� :� 군포중학교,� 시흥�해솔중,� 매화중�신규� 예정�

- 수원�선행초등학교(박문주외/2014년~현재),� 서울� 혜화초등학교� (이희자외� /2018~현재),�

김천�중앙초등학교(김순옥/2018~현재),�

-� 부산�화명초등학교� � 박지윤,� 금성초등학교�권민경,� 서지유� (2018~)

- 서울�휘문중학교� � /� 전명옥,� 노희정,� 서현정� (2019~현재)

- 시흥�승지초등학교� /� 이영주,정희라� � (2019~현재)

- 시흥�응곡중학교� /� 이영주,� 정희라� � (2019~현재)�

- 대구�능인중,� 김윤영� (2019~)

- 종료� :� 의왕� 덕장초등학교� (이정은,� 이승현/2015년~2020년),� 수원� 오현초등학교(박문주,� 이미옥�

/2019~2020),� 고양�백석중학교� (2016~2017)�

[회원조직�사업]

국내외� NVC� 공동체의�연결,� 협력,� 성장을�지원하는�활동을�합니다.

l 전국� NVC연습모임�진행자를�위한�모임�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역별�진행자�연결,� 진행을�위한�상호배움과�지원�

- 일상에서�매일� NVC� 연습�사례�공유� /� 최은석

l 전국연습모임�네트워크�온라인�카페�운영� /� 김순옥,� 이승현,� 최은석,� 박성일� (2017.3.15.~)

- http://cafe.daum.net/nvc-network� /� 회원:� 962명(2020.2.20)

l 공개연습모임�운영� (온/오프)�

- 진행자:� 정헌희,� 유문향,� 성영주,� 강영희,� 박근정,� 이희자,� 남정하,� 이현주,� 김형렬,� 서주석,� 이재면,�

김현영,� 이영옥,� 지현마리나

�

l 주제별�연습모임� �

- 환경운동가,� 채식지향인을�위한�연습모임� /� 김보경� (매주�월요일�저녁)

- 교사�연습모임� (심윤정,� 김용원)�

l 2021� 회원의�날� Family� Day�

l 뉴스레터�발송� (2019.1.1.~12.31� /� 월1회),� � https://giraffeground.tistory.com/

고향� /� 김준태

고향에선

눈�감고�뛰어도�

자빠지거나�넘어질�땐

흙과�풀이�안아준다.

http://cafe.daum.net/nvc-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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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치유와회복사업]

비폭력대화를�가장�접하기�어려운�사람들에게�찾아갑니다.�

피해여성�청소년•성인�그리고�행위자,�

폭력으로�수강명령�받은� 청소년•성인,� 교도소�수감자와�가족� 등�

보호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청소년•성인�등�

l 젠더서클�

l 교도소�프로그램�표준화�

- 교도소�기본/응용�프로그램�개발

- 교도소�분야�활동가�구성�및� � 역량강화�

l 그림책으로�만나는�우리�가족의�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그림책을�매개로�가족�구성원들의�정서적�돌봄과�서로�공감하는�경험을�한다.� �

- 온라인/오프라인,� 연4회� /� 강세연,� 이승현,� 이정은�

사업명 목적 내용 예산

공공부분�

성희롱행위자교육

- 비폭력대화� 교육과� 상담을�

통해�

- 공공부분� 성희롱행위자의�

인식개선과� 회복에� 기여한

다.

- -공공부분성희롱행위자인

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실시

(표준과정&핵심과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에� 강사로� 참여할� 예

정.

해피�젠더�토크

- 2019년� 사업� 경험을� 바

탕으로,� 젠더� 이슈를� 다루

는� 공동체� 대화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젠더� 평등

과�화해에�기여한다.

- -� 온&오프� 연속� 공동체�

대화

- -� 캠프�혹은�페스티벌

- 서울시성평등기금사업� 공

모에� 지원할� 예정.� (2021

년� 1월에� 사업을� 공모할�

것으로�예상됨)

해피� 젠더� 토크� 서포터즈� 양

성

- 젠더� 평등과� 화해에� 지속

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NVC-er� 그룹을� 양성하고�

지원한다.

- -� 연중� 월1회� 특강� 및� 워

크숍�

- -� 비폭력대화� 기반� 젠더�

프로그램�개발

- 300만원

- (강사비� 30만원*10회)

어린이·청소년� 성인식개선�

및� 행위자회복�교육

프로그램�개발과� �

강사역량강화

- 스마일키퍼스� 기초한� � 어

린이·청소년� 성인식개선�

및� 행위자회복�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를� 진행

할�수� 있는�강사의�역량을�

강화한다.

- -� 스마일키퍼스� 기반� 어린

이·청소년� 성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개발

- -� 스마일키퍼스� 기반� 어린

이·청소년� 행위자회복� 교

육프로그램�개발

- -강사�역량강화�교육실시

- 경남교육청� 위탁기관� 지정�

협의�중.

온전함을�향하여 진심어린�마음 따뜻하고�안전한�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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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2020년�수입•지출�총괄표

 2020년  2020년

 결산(B)  결산(B)

                    282,711,649                     179,011,156

                    100,449,275                       99,567,011

 CMS후원금                       54,452,455 교육사업비                         1,103,740

 통장직접후원금                        5,829,000  치유회복사업비                       33,613,816

 개인후원금                       39,317,820  갈등해결사업비                       61,655,980

 기업후원금                                    -  연대사업비                           968,800

 기타후원금                           850,000  홍보사업비                           198,500

                                   -  회원조직사업비                                    -

                      99,926,910  후원개발비                         2,026,175

 교육사업수입                       42,605,000                       78,448,870

 중재사업수입                       56,921,910  인건비                       66,157,670

 기타사업수입                           400,000  관리비                         2,938,250

                                   -  운영비                         9,352,950

 이월금                       81,026,459                                    -

 잡수입                        1,309,005  퇴직충당금                                    -

 적립금                                    -

                          995,275

 적립금

 잡지출

 사업수입

 관리운영비

 법인지원금

 수 입  지 출

 후원금수입  목적사업비

 관 항  관 항

 총 계  총 계

*개인후원금에�출판사지원금� 35,000,000원�포함

수입 지출 수입-지출

282,711,649     179,011,156     103,700,493  

2020년�수입� 비중 2020년� 지출� 비중

*CMS후원�전년대비� 1%감소� /� 출판사지원금� 35,000,000원� /� 회복적경찰활동� 56,921,910원� /� 행위자교육� 3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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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원금�추이

2020년�주요지출�추이

*� 수입은�총� 282,711,649원으로� 2019년� 217,986,157원�대비� 64,725,492원� 증가�

*� 지출은�총� 179,011,156원으로� 2019년� 136,959,698원�대비� 42,051,458원� 증가�



2020� 한국NVC센터� Annual� Report

-� 10� -

2021년� 수입•지출� (가)� 예산

 2021년  2021년

 예산(B)  예산(B)

       260,000,000      260,000,000

        81,000,000      114,400,000

 정기후원금         60,000,000 교육사업비        12,100,000

 비정기후원금           6,000,000  치유회복사업비        15,600,000

 개인후원금           5,000,000  갈등해결사업비        39,200,000

 기업후원금         10,000,000  연대사업비         7,000,000

 기타후원금                     -  홍보사업비         5,800,000

 회원조직사업비        27,400,000

        40,000,000  후원개발비         7,300,000

 교육사업수입         10,000,000      145,575,000

 중재사업수입         30,000,000  인건비        98,503,000

 기타사업수입                     -  관리비        25,800,000

        35,000,000  운영비        21,272,000

 이월금        103,700,493                    -

 잡수입             299,507  퇴직충당금                    -

 적립금                    -

            25,000

 총 계  총 계

 수 입  지 출

 관 항  관 항

 적립금

 잡지출

 후원금수입  목적사업비

 사업수입

 관리운영비

 법인지원금

1. 수입 예산 

- 안정적인 수입은 정기‧비정기 후원금, 이월금으로 약 184,700,493원으로 예측됩니다. 

그 외 수입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출 예산 

- 목적사업비는 114,400,000원, 관리운영비는 145,575,000원으로 관리운영비에 2인의 인건

비가 추가되었습니다. 

3. 2021년 수입•지출 예산을 260,000,000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제안드립니다. COVID19상황

으로 사업변동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집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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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사회에서 아이들이 사랑의 대화를 들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폭력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 

보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돈이나 지위나 이념으로 갈라진 세상에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이나 공동체의 갈등을, 두려움으로 인해 경쟁과 파괴, 전쟁으로 해결한 결과

로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빈부차이,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협력과 배려, 존

중 그리고 사랑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고 병들게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 거기

서 해방될 수 있기 위하여, 

인류의 영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진실을 찾고, 주위의 모든 사람과 생명체들의 욕구를 존중하

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교육, 경제, 정치,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 N�V�C 센터비폭력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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