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  시작 년 가을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청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특수교사의 자괴감  ,      열심히 가르쳤지만 백수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바탕 농사  ,   다양하고 생생한 전인적인 자극과 경험

농촌   ,  비교적 넉넉한 인심 안전한 울타리

  장애와 농업의 연결 ( ), ( ), ( )교육 성장 치유 조화 직업 자립

 예상했던 어려움
    느리고 더딘 배움과 생산의 속도

 12   초중고 년이라는 긴 시간 ,    농장 마을이라는 익숙한 공간과 관계

    , 예상보다 한참 더 느리고 더디고 다양하구나

    꼭 농사를 고집할 것은 아니구나
    직업 자립 기술 뿐만 아니라   ,  , 삶을 위한 기술 관계와 정서 회복탄력성

    농장이 아닌 다른 마을일터와도 연결하기

   학교 예산과 정책의 변화 ,  학교밖 마을안에 거점만들기

  특수교사의 근무지 이동 ,  마을교사 주민교사라는 버팀목

  농업이 낯설은 특수교사  , 구성원간의 협력 팀웍

   장애와 교육이 낯설은 농부 ( )  돌봄농부 마을교사 의 성장
 현재진행형 임상연구  기록농사를 지어보자

,   /장애 인간에 대한 이해 자세  or  / 수용 변화 분별

디딤돌
돌봄농장  퍼머컬쳐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돌봄농부 비폭력대화

, 확장 연대   장애와 농업 다리놓기    ( / )장애와 농업을 연결하는 사람들 온 오프라인

  , , , 그러나 여전히 무자격 무면허 비인증 비인가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 외부지원
     가까운 이웃들의 지원과 마을 단체들과의 협력   마을이 주는 기본소득

   언젠가 정부와 기업의 지원도      꿈뜰의 속도와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농업의 낮은 수익성
    _  적게 벌더라도 아껴쓰고 공평하게 나누기 낮은 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밀리다니

( )   농장 터전 의 안정과 효율성 7    ,      년을 가꾼농장을 돌려주고 새로빌린땅에서처음부터 다시 시작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데저는함께하기 어려울 것같아요
    다른 삶을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

 ,    어쩌다 교육농장 돌봄농장 그리고 사회적 농업

 당사자와 부모
 ,  이왕이면 바리스타 행정사무직이좋아요 ,    학교일자리 사회적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수준

    농사는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     급여수준보다 동료관계와 직장문화가 더 중요해요

, , 장마 무더위 강추위

 장애인의 꿈이자라는뜰      꿈이자라는뜰모든구성원의 꿈이함께자라는뜰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는 농장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    장애와함께일하는 돌봄농장

 농사를통해    자연과 사람을잇는 농장

 농장을통해    사람과 사람을잇는 공간  ,    , , ,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일하고 놀고 먹고 쉴수있는모두공간

 기대했던 해법

  예상과 다른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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