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소개 *

*굿모닝세미나*

구정은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형숙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저자, 숭실대 강사, 간호학

박경옥		 충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소행주(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만들기) 자문위원

04.06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김찬호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04.20 <유쾌한 혁명을 위한 공동체> 세실 앤드루스

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삶을 예술로, 예술을 삶으로 - 예술가처럼 살기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창조와 놀이를 위한 리추얼 워크숍 3 - 삶을 예술로, 삶을 축제로
04.19 리추얼을 시작하며 – 왜 리추얼인가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04.26 리추얼 상상 – 리추얼의 얼개 구성
05.03 꽃 리추얼 - 내 삶에 꽃을 바치다

형제마켓

500m 가량 직진, 우리은행을 지나

새마을금고와 형제마켓 골목에서 좌회전

05.10 흙 리추얼 – 내 안의 그림자를 예술로 바꾸는 도자기
05.17 옷 리추얼 - 옷. 욕망의 연대기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

◀ 사직터널

05.24 가위 리추얼 – 옷의 억압과 금기 자르기
05.31 생생 리추얼 파티1

효자로

우리은행

자하문길

새마을금고

의 *

academy.pspd.org

아 침		 전쟁없는 세상 피망팀 활동가
안진걸		 참여연대 활동가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

화 오전10시~12시 4회 8만원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people@pspd.org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04.12 예술과 함께 하는 삶 : 놀며 창조하며 살기

소 *

02-723-0580

배민정		 서양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비주얼 아티스트

04.05 야생적 사고의 복원 : 직관과 상상의 물꼬 트기

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월 1만원 이상 후원 회원)

이송희 정세윤 간사

박현희		 독산고등학교 사회교사, <수상한 북클럽> 저자

김융희

03.29 몸과 자아감각을 찾아서 : 나는 언제 어디서 내가 되는가

*할인혜택*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03.22 삶과 예술의 분리를 넘어서 : 예술은 어떻게 삶에서 사라졌는가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문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수 오전10시~오후1시 6회 10만원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 장

박봉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설 교육연구센터 소장

04.27 <통합의 리더십> 아담 카헤인

*참여신청*

06.07 생생 리추얼 파티2

경복궁

광화문 ▶

화 오전10시~오후1시 8회 16만원 20명 정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제미란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상권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이수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강사, 연극놀이 전문강사

니 다 * H A

03.30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파커 파머

N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O

김융희		 전 서울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삶의 길목에서 만난 신화> 저자

Y O
U

03.23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호튼 · 프레이리

03.16 <나의 이야기> 로자 파크스

W

만나고 배우며 앎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은주

습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서클 + 워크숍

*

김명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나 서 반 갑
만

김만권		 정치철학자, <정치가 떠난 자리> 저자

K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T O

03.10~05.19 목 오전10시~오후12시30분 30만원 10회 18명 정원

P Y

참여연대 부설 아카데미 느티나무 _ Since 2009

고혜경		 신화와 꿈 아카데미 대표, <나의 꿈 사용법> 저자

고혜경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이은주		 비폭력평화물결 활동가, 배움과 성찰의 독서클럽 진행
이진순		 정치벤처/풀뿌리정치연구소 <와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활동가,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1~4기 담임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저자

2016

봄 Spring

정명호		 기타 강사

제미란		 의상스타일리스트, 아트워크숍 리더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공저자
최보결		 무용가, 무용학 박사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홍미정		 단국대학교 중동학과 교수

aca

d e m y. p s p d .o r g

P

꿈투사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월례특강 * 참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8기
04.09 1강 : 민주적 소통의 공동체 만들기

“우리는 어떻게”

이대훈

우리 역사 속 여성사 기행

04.12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을까? : 여왕 통치의 성공과 실패
05.03 조선여인의 정체성 : 딸에서 며느리로

04.23 5강 : 진행 실습 3 : 서로 배움의 진행 원리 이해하기

06.13 성평등 : 한국 민주주의의 교묘한 장식품이자 의도된 건망증 _한채윤

05.10 [쟁점토론] 열녀 : 죽음인가? 죽임인가?

6강 : 일상에서 소통촉진 나의 기획과 적용

월1회 오후7시~9시30분 4회 6만원 개별수강 가능

김만권 정치철학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새로 짓기

[독서워크숍] 생애의 발견-노년,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려면

03.17 시민이 짓는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전망

05.03 [강의] 한국의 세대와 정치 _김동춘
김만권 정치철학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팟빵에서 '참팟' 검색

03.24 우리 정치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03.31 정당정치는 왜 위기에 빠졌는가

04.07 전환의 시대, 시민정치란 무엇일까

04.14 시민정치와 정당정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1

04.21 시민정치와 정당정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2
04.28 새로운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목 오후7시~9시30분 7회 12만원 (참여연대 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4기
변화를 위한 상상력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학교
03.23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 애드보커시의 기초 _이태호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衆口難防)

-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워크숍 포함) _아침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 시민과 인권 _박래군

03.24 전략 없는 행동은 맹목이다 –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워크숍 포함) _이태호
소통은 나의 힘 – 미디어와 네트워크 _안진걸
여기 그리고 지금 – 현장과 증언 _박진

03.25 행동 없는 전략은 공허하다 – 직접행동의 원칙과 기법(실습 포함) _이태호

조사없이 발언 없다 – 자료조사(fact finding)와 분석(실습 포함) _이승희

3일 종일(오전10시 시작) 15만원 20명 정원

05.31 [역사인물재판] 나혜석 : 시대의 선구자인가, 무모한 일탈인가

시민연극워크숍 7기 낭독연극 - 말, 소리, 텍스트 그리고 사람

화 오후7시~9시30분 10회 17만원

05.11, 05.18 수 오후7시30분~10시

06.07 끝나지 않은 역사, 일본군 ‘위안부’

04.26 [강의]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년 복지 _조흥식

[독서워크숍] 불평등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6기 - 일중독 사회에서 살아남기
03.21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신경아 외

05.10 [강의] 한국사회 노년의 소득과 일자리 _오건호

05.31 ‘함께 현장 답사’ 또는 ‘조별 답사 발표’

수 오후2시~오후6시 6회 15만원 / 매회 전문가 강의와 진행팀의 독서워크숍 병행

은폐된 진실 찾기 : 중단편소설로 읽는 세계 문학

03.22 꿈과 함께 춤을
참여연대 회원

김명환

<워싱턴 스퀘어> 헨리 제임스 (을유문화사, 2009)

05.26 삶의 참모습을 낚아채는 용기와 인간다움 :

*인문학교*

자세한 강좌 안내는

05.11 근대 앞에선 이슬람의 고민과 오늘의 이슬람 _홍미정

05.18 IS가 던진 불편한 질문들 _구정은

05.25 우리는? 한국사회와 종교 _김진호

academy.
pspd.org
홈페이지 참조

<패니와 애니> D. H. 로렌스 (창작과비평사 2013)에서

「목사의 딸들」과「당신이 날 만졌잖아요」

06.02 식민주의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려는 고투 :

<어둠의 심연> 조지프 콘래드 (을유문화사, 2008)

06.09 장벽이 가로막은 난민과 밀입국자의 진실 :

<불볕 속의 사람들> 가싼 가나파니 (창작과비평사, 1996)에서

「불볕 속의 사람들」과 「하이파에 돌아와서」

목 오후7시~9시30분 4회 6만원

최보결

03.15 분노와 함께 춤을 : 분노와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춤춰라~

월 오후7시~9시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05.19 끝내 묻히고 만 젊은 처녀의 진심 :

05.04 이슬람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_박현도

03.08 내면과 만나는 춤 : 몸과의 대화, 인사 나누기

08.22 <모모> 미하엘 엔데

[워크숍] 내가 원하는 노년의 삶-관계, 일, 건강, 놀이, 자원활동

04.27 기독교와 이슬람, 그 갈등의 역사 _박현도

도시의 노마드 춤 워크숍 6기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07.18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이서영 외

05.24 [발제/토론] 한국사회 시니어운동과 노년운동의 현주소와 전망

04.20 전쟁의 종교인가, 평화의 종교인가 _오강남

4회 16만원 20명 정원

06.20 <공부 중독> 엄기호 하지현

[독서워크숍]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_저자 김형숙

이수연

05.21, 05.28 토 오전10시~오후5시

박현희

05.16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노명우

05.17 [강의] 관계가 살아 있는 노년의 건강 _박봉희

뒤집어 보는 종교 전쟁 평화

희곡 낭독을 통해 연극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

04.18 <왜 우리는 일에서 행복을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 갈까> 요아힘 바우어

[강의] 관계가 살아 있는 노년의 주택 _ 박경옥

이상권

03.18~06.18 금 오후7시30분~10시 13회 39만원 20명 정원

05.24 신여성의 이상과 현실 : 현실 속 해방의 꿈

푸른시니어학교 3기 - 새로운 노년의 삶, 상상을 현실로
*민주주의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3기 - 풍경페인팅

05.17 근대 여성의 아이덴티티 : 현모양처론의 두 얼굴

토 오전10시~오후5시 3회 15만원 25명 정원

배민정

03.12~06.04 토 오전10시~12시30분 12회 36만원 20명 정원

04.26 어느 고려부인의 일생 : 시집가지 않는 여자

4강 : 민주적 소통의 원리 철학하기

05.12 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_장하성

서울 드로잉 11기

04.23 [현장답사] 장소 추후 공지

04.16 3강 : 진행 실습 2 – 소통 촉진자의 태도와 실천

04.11 대중음악으로 기억하는 세월호 _서정민갑

*시민예술학교*

04.05 역사 속 말없는 여성들에게 말 걸기 : 왜 여성사인가?

2강 : 진행 실습 1 – 권력에 대한 이해와 변환 연습

03.07 보도 듣도 못한 정치 _이진순

주진오

30%
할인혜택

03.29 백사실계곡에서 춤추기
04.05 시와 함께 춤을

04.12 영화와 함께 춤을
04.19 갤러리에서 춤을

04.26 선유도공원에서 춤추기

화 오후7시~9시30분 8회 16만원 25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 심화 2기 <소울 최보결의 삶의 춤>
03.10~04.28 목 오후 7시~9시30분 8회 24만원 25명 정원

기타교실 초급반/중급반

최보결

정명호

[초급] 04.01~06.24 금 오후 7시~8시 3개월 20만원 12명 정원

[중급] 04.01~06.24 금 오후 8시~9시 3개월 20만원 12명 정원

수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굿모닝세미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