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을 위한 2020년 맞이 ‘마음협동’ 프로그램 

“결국, 내 안의 협동” 

번 아웃(Burnout)이 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을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사회적경제와 비

영리, 공동체활동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뜻을 가지고 모여 일하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이

유로 ‘협동이 안 되는 협동’을 만들고 모두를 힘들고 지치게 할까요?  

다시 첫 마음을 찾아보고 그 마음이 함께 일하는 다른 첫 마음을 만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의미보다 조직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행

복하면 세상이 행복하고 뜻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 ‘마음협동프로그램’은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응원하는 네 곳 단체의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 따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1. 삶의 예술학교 마음협동 _ ‘삶의 예술세미나’ 

치유를 통해 내면의 빛과 힘을 발견하고 이를 키워감으로써 희생과 고갈이 아닌 

예술로서, 생명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과 지혜를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2. 다음의 인간·사회연구소 마음협동 _ ‘연찬과 하나의 사회 세미나’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듣고 말하는 힘을 최대한 살려, 서로 본심으로 이야기 나누

는 가운데, 소통과 탐구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과정 

3.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로젝트그룹 마음협동 _ ‘불통의 과학 대화의 사건 워크숍’ 

’한살림연수원에서 운영되어온 마음살림 프로그램(참뜻찾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 

불통’, ‘협력과 갈등’의 역설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제공. 

4. 한국샬렘 마음협동 _ ‘영혼의 리더십(Soul of Leadership)’ 

경험과 영혼의 통합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성찰하고 기업에서 일어나는 리더십 이슈를 영

혼에서 풀어가도록 지원하는 훈련. 

 

○ 기간 : 2020년 1월 ~ 2월 중 

○ 주최 : (협)마음협동 준비모임 _ 준비모임 대표 유정길 ecogil21@naver.com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와 문의는 각각의 프로그램 설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mailto:ecogil21@naver.com


프로그램 1 

O 제목 :  삶의 예술세미나 1 단계  

삶의 예술세미나는 가슴의 치유와 각자의 고유함을 깨워 그 빛을 키우고 함께 나누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치유를 통해 내면의 빛과 힘을 발견하고 이를 키워감으로써 희생과 

고갈이 아닌 예술로서, 생명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과 지혜를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나 자신의 온전함과 귀함을 알고 내 안의 꺾일 수 없는 생명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O 일시 : 1 월 3 일(금) 오전 9 시 20 분 ~ 1 월 5 일(일) 오후 6 시 _ 2 박 3 일 

O 모집인원 : 10 ~ 20 명 

O 장소 : 오덕훈련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79) 

O 참가비 :  

   - 60 만원 (일반) 

   - 54 만원 (사회적경제활동가는 일반비용에 10% 할인) 

O 내용:  

    - 참 사고법 / 참 정체성 / 존엄성의 회복 

    - 내면의 힘 깨우기(무기력, 불편함 다루기) 

    - 시간여행 (깊은 무의식 치유, 관계 다루기, 한계 다루기) 

    - 창조적 사이클과 인간의 성숙과정 

    -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 회복 

    - Holy 10, 어튠먼트 

O 참가문의 : 0507-1326-3205  

O 참가신청 : https://forms.gle/MjhbApmBGUYhPrkq7 

O 주관 : 삶의예술학교    

O 기타 :  http://www.aolschool.org  

O 참가자 후기와 질문들:  https://brunch.co.kr/@peterhan365/16 

  

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forms.gle%2FMjhbApmBGUYhPrkq7&h=AT14wYvS9_Be9zwZb8pNyK6hE7HSEqroRQ9iYqw5VWMN9XrdukM_rXgNF4fzJz48akFWXN5Cm_yp9wFRt8btihl7b4nciICKXSko4dltAJyNyrZeLfT7WFYm5kGqdPAvm7i43m8GMzVHZT41V-UW_XMVwYQ7o-kCz5CETSCo2lPdHgOYTzOXSzEP4XBu4Sg8mr6SkbXCaqe92vh20yAtov2SZVdYdrlMnQVnrd0dPowEVURN9Uc7Pqf-wYJ-0sdrumafFlm5BK1nrjLBlxoSGtCH-rqgG4j61GGfRVFFk91wRFUxw8zElVaSKqNkxmiBoSdCOVwe_aPfLOo-G3o53gor_w58Xp-uj36hVnNB46L0BkvI6TlhOWZBhkjPJ8ZMY3I76rlFNfUhxTqONYp5HKLA6AJGN0HWlTFgaW65WPJXZNX4HyUL2als6IcIQBzCydhaaztqjwNQzzZmmYYfmbgcuV25cOSqVYzjshn85wrD_qyNpafnnNtIUgoxZrHvJXFZXqYxg1Wiptk-WA5QAdWoMqoUnGnkhr8-G1vGkgRghYFdA_8TKyYTI__jtp5YsFa_bkhuIs1LMH8rANSQTX5Kq6egXn3hegLYC3bh_kt2TgMS03pT0szYjR2jgCmUAsuw_y3MyG9t1cUAaEpHLw
https://brunch.co.kr/@peterhan365/16


프로그램 2 

○제목 : 연찬과 하나의 사회 세미나 

연찬이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듣고 말하는 힘을 최대한 살려, 서로 본심으로 이

야기 나누는 가운데, 소통과 탐구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연찬회는 가르치는 

사람도 특별한 이론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들 보통사람의 머리와 가슴을 써서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오래된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며, 상하(上下)도 대립도 없는 '하나의 

사회'를 실현하는 장입니다. 

이 세미나는 야마기시즘에서 주창한 '지적혁명'의 방법론을 간명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합

니다.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 오후2시 ~ 1월 19일(일) 오후6시 _ 2박3일 

○모집인원 : 10 ~ 15명 

○장소 : 우리꽃자리펜션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1002번길 171-7) 

○참가비 : 30만원  

○내용 :  

- 나의 듣기와 말하기의 실태는 어떤가?  

- 연찬이란? 단정 고정할 수 없는 줄을 알기, 실제에 따라 생각하기   

- 연찬회란? 모두의 머리로 연찬하기. 그 곳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 자기연찬, 대화연찬(2인), 연찬회(3인 이상) 

- 생각으로 연찬하기, 느낌으로 연찬하기, 본심으로 연찬하기 

- 연찬의 활용 :  

  현상의 문제(ex 전쟁) → 인간의 탐구(생각, 감각, 본성) → 대립의 원인(생각, 감각)과  

원인제거 → 인간과 사회의 본연의 모습 탐구 → 사람의 본성에 맞는 사회의 실현 

- 하나의 사회란?  

○참가문의 : 010-3362-3920 

○참가신청 : https://forms.gle/4RTZR5TfSmkrTask7 

○주관 : 다음의 인간 · 사회연구소 

  



프로그램 3 

○제목 :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워크숍 - 불통의 과학 대화의 사건 

이번 워크숍은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토대로,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하

기 위해 한살림연수원에서 운영되어온 마음살림 프로그램(참뜻찾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주의 인식론’과 ‘감응’ 개념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극도의 사회적 분열과 깊

은 공동체적 열망이 동시에 분출하는 역설적 현실에서는 ‘협동의 형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통과 불통’, ‘협력과 갈등’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 2019년 1월 31일(금) 오후 2시 ~ 2월 1일(토) 오후 1시 (1박 2일 3식)  

○모집인원 : 10명 이상 20명 이하 

○장소 : 바람과물연구소(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법리 625-2) 

○참가비 : 15만원 

○내용: 

-마음 열기 

-말하기/듣기 자기관찰 연습 

-감각/생각 깨우기 연습 

-역지사지: 관점이동 연습 

-마음의 과학 : 불통의 인지과학적 조건 체험하기 

-소통의 과학 : ‘의미 만들기’와 ‘감응’으로 소통 이해하기 

-대화의 사건 상상하기 

○참가문의 : 사발지몽(010-6247-3607) 

○참가신청 :  

https://drive.google.com/open?id=1Z1rQyjLPjXK3qOVdQBw5fafmTuDZPf2jLEAWtqA3Nyo 

○주관 :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로젝트 그룹 

 

  



프로그램 4 

○제목 : 영혼의 리더십 (Soul of Leadership)| 

영혼의 리더십은 경영과 영혼의 통합을 추구하여 온 리더들과 그들이 일군 기업의 성공

적인 사례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마가렛 베니피엘(Margaret Benefiel)박사가 사회적 경

제조직과 비영리 단체, 그리고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20여 년 전에 미국 보스톤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경영과 영혼의 통합에 기초한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기초로 자

신의 리더십훈련입니다.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오전 10시~17시 _ 1일 

○모집인원 : 12명  

○장소 : 한국샬렘 지하 교육장 까페 바인 (서울 중구 퇴계로 36가길 97) 

○참가비 : 8만원  

○내용 : 

-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리더와 조직의 영혼이 번성하게 하는 영적인 리더십이란  

- 어댑티브 리더십의 몇 가지 개념을 통해 리더십 현장의 이슈와 도전 분별  

- 경영현장의 리더십 이슈 공동분별을 위한 명료화 모임 실습  

○참가문의 : 010-9008-2992  

○참가신청 : https://bit.ly/2rPH3Yu 

○주관 : 한국샬렘  

○기타 : (국제 프로그램 정보 ) 

https://shalem.org/programs/longterm/soul-of-leadership/ 

 

 

 

https://shalem.org/programs/longterm/soul-of-lead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