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있는 용기, 경쟁과 소비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자립,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
인생에서 한 달, 잠시 쉬어가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날들을 이곳 화순에서 먼저 살아 보아요 ∧∧

‘쉼’과 ‘배움’ [청년캠프], ‘화순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냥 한번 살아 보는 거야＂
1

청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도전할 터전이 필요한 당신
가치 있는 경험, 뿌듯한 배움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당신
등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닌,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은 당신
얼마 남지 않은 연료를 충전하고 싶은 당신
몸과 마음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당신
자기 안의 숨겨진 삶의 욕망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당신

이러한 고민들에 기꺼이 시간을 쏟고 싶은 용기 있는 당신
바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2

한 달 살기 전체 개요

1) 언제 살아보나요?
☞ 2019년 7월

3일 ~ 8월 1일. 딱 30일이에요.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만 18세 ~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해요. (20명 모집)
3) 참가비가 있나요?
☞

전액무료입니다. 숙식 및 프로그램은 화순에서 잘 준비해놓겠습니다 :)

4) 더 알아보고 싶다면?
☞ 전화 061)379-3665

☞ 카카오톡 아이디 together30days

3

머무르는 곳
- 화순군 동복에 위치한 아기자기한 공간
- 혼자 사색하기도 좋고, 함께 불 피우고, 깔깔대며 별 보기 좋은 곳
- 어머니의 품 속 같은 산, 모후산과 유마사가 위치해 있어요

4

한달 동안 우리는...
화창한 날들 떠나고 싶은 마음 그득하다면,
이 곳에 와서 그냥 좀 쉬어요
그냥 좀 쉬어가면 어때요?
20명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곳 화순에 대해 알고,
좀 더 깊숙이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꿈꿔요
당신에게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기

#살아온 이야기

#신나는 일

#몸과 마음 돌보기

상상하기

(마음공부)

#따뜻한 한끼 한끼
공유부엌/같이밥상

#동료 찾기

#배움을 찾아가기

#살아 갈 이야기

#지역탐험하기

#산책하기

#자율시간 갖기

#땀 흘리며

#여행하기

# 멍때리기

따로 또 같이

노동하기

# 치유하기

#손과 몸쓰기

#실험하기
자율 Project

#공유하기

5

한달살기 기본 개요

* 이 개요는 달라 질 수 있어요.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과 조정 가능하답니다.
*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달 동안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 해 보아요
-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1주차

인생의 쉼표,
gap month

- 나를 욕망하기
- 우리가 함께 산다면?
-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의, 식, 주 자립활동
- 그룹활동(서로의 발견/머물러 상상하기)

2주차

배움과
프로젝트

- 자율활동(따로 또 같이)
- 손과 몸쓰기
- 자율Project 기획하기
- 의, 식, 주 자립활동
- 그룹별(화순지역/남도청년 만나기)

3주차

지역탐험

- 땀 흘리며 노동하기

여행하기

- 자율Project 실행하기
- 의, 식, 주 자립활동
- 앞길이 구만리 응원하기

4주차

공유하기

- 실험하기
- 공유․보고하기/지역활동 참여하기
- 의, 식, 주 자립활동

밤이면 축제~ ye, 명상, 공유부엌같이밥상, 기록하기, 산책하기
의, 식, 주 자립활동

경쟁과 소비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자립,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
인생에서 한 달, 잠시 쉬어가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날들을 이곳 화순에서 먼저 살아 보아요 ∧∧

‘쉼’과 ‘배움’ [청년캠프], ‘화순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냥 한번 살아 보는 거야＂
1) 신청기간 : 2019년 5월 16일 ~ 7월 2일(선착순 마감)
운영기간 : 2019년 7월 3일 ~ 8월 1일(사는동안 : 30일)
2) 사업내용 : 쉼, 배움
(지역탐방, 현장견학 및 체험, 창업컨설팅, 정보습득 및 공유)
3) 신청대상 :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만 18세 ~ 39세)
4) 신청방법 : 전화신청/방문신청
(http://cafe.daum.net/hwasunrefarm/Vwu7/104에서 모집요강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
* 방문접수 :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25 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사진첨부),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사본 1부
6) 비

용 : 전액무료(숙식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

7) 문의전화 : 061-379-3665 / 010-9966-5060

｜

화 순 군 ｜

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 ｜

2019 청년캠프(＂그냥 한번 살아 보는 거야＂) 참가 신청서
사진

성명

(부착이 어려우신
분은 현장으로
가지고 오세요.)

주 소

생년월일

우편번호(

성별

-

)

(우편물수취지)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인생경력
자기소개
간단하게
5줄
지원동기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청년캠프

＂그냥 한번 살아 보는 거야＂ 프로그램에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신청인:

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 귀하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25(구. 만수리 129) 전화 061-379-3665 (팩스. 061-379-3666)
전자우편hwasun5060@daum.net
/
Cafe.daum.net/hwasunrefarm

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