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친구들
자기만의 걸음으로 걷고 싶은 청소년들의 1년짜리 방학

을 소개합니다.
꽃다운친구들은
중학교 졸업 후 진학을 미루고 1년 짜리 방학을 선택한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사계절에 걸친 긴 방학동안 친구, 가족과 함께 자기탐구, 진로탐색, 인생설계는 물론,
시험걱정 없는 공부, 봉사와 여행, 우정쌓기, 창의적 놀이 등을 통해
자기호흡으로 숨쉬며 또한 다른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자기정체성의 기초를 만들어갑니다.

* 꽃다운친구들?
개나리는 봄에,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의 피는 시기와 모습이 다른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1년의 방학을 갖는 아이들이 이팔청춘(2✕8=16) 꽃다운 나이임에 착안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 영문명
KOCHIN [코친]
: KOrean Creative Halftime Inter-session for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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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합니다.

돌아보면,
남보다 앞서가기 위한 경쟁만을 요구받는 세태 가운데,
내면을 가꾸고 이웃을 살피고 역사를 돌아보는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획일화 되고 상품화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은 따뜻하고 담백한 인생을 꿈꾸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마땅히 누려야 할 가족의 친밀함과 세상의 아름다움과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꽃다운친구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걷는
용기있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만드는 작은마을이고자 합니다.
학업의 연장이 아닌 온전한 방학을 누리기를 권합니다.
또 다른 학교가 아닌 새로운 문화로 꽃 피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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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합니다.
이제,
1년의 방학 동안 잠시 교실을 벗어나
나와 세상의 맛을 느끼고 뜻을 깨닫는 배움과 사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나와 가족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아가 좀 더 멋진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Sy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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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합니다.
꽃다운친구들의 1년의 방학은
용기 |
멈춰설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자
의연함 |
시대의 불안을 넘어서는 의연함을 기르자
어우러짐 |
저마다의 향기로 함께 어우러지는 동산을 이루자는 외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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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친으로 모여선 무엇을 할까?
꽃친은 학교 같은 특정 기관에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개념과는 다른
<가족동행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 동안 꽃친 쌤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하는
주 이틀 간의 공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 꽃친 청소년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1년의 방학 동안 꽃친의 52주는?
또래들과 사귀며 배우는 이틀,
부모님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사흘 그리고,
풍성한 쉼과 자연을 누리는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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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친으로 모여선 무엇을 할까?
[공동프로그램 영역]

•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 다양한 국내외 여행을

알아가는 과정
• 특정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꽃친 활동 전 영역에서 일어남

스스로 기획
• 놀이를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체성을 발달시킴

자기탐구

여행유희

봉사활동

관계형성

• 이 세상의 약자들과

• 새로운 친구, 존경하는 분,

우정나누기
• 어두운 곳에 사랑을 전달하는
공동의 경험

만나고 싶은 인물과 구체적 접촉
• 지속적 만남을 통해
인격적,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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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친으로 모여선 무엇을 할까?
[공동프로그램 연간 계획 예시]

자기이해와표현

자기이해와표현

자기이해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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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닷새
[청소년]
가정에서 보내는 닷새 동안, 청소년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거나
가족이 함께하는 재미있고도 의미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예시

[부모]
꽃친 부모님들은 적극적 쉼을 선택한 자녀를 응원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배움과 사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꽃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 부모 성장을 위한 정기모임 : 월 1~2회 / 독서나눔, 워크숍, 강의, 식사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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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친의 하루

[꽃다운대화]
매주 가지는 공통의 대화 자리
흩어져서 보낸 일주일의 생활,
발견한 것, 느낀 것을 공유

오전

활동

[꽃다운식탁]

모임하는 날

오후 활동

꽃친

우리 손으로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스스로 끼니를 마련하는 연습

운동, 놀이, 코칭, 강의, 워크숍, 견학, 나들이 등
꽃친 쌤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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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친의 공동체 관계

꽃친 청소년
한 주간의
생활,발견,감상 공유

・더 많은 대화요청
・가족활동 제안
격려,도움,새로운 시각

응원, 동참

쌤, 친구들

꽃친 가족
・재능 / 자원
・확장된 가족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자녀의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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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꽃친
[TV방영]
2015. 9. 16. - EBS뉴스 “교육 현장 속으로”
: 꽃다운친구들이 시작된 이야기와 설명회 현장 소개
* 영상 : https://youtu.be/ErLkISY3M78

[기사]
2015. 8. 24. - 딱 1년, 주어진 틀 벗어나 세상 배우기 (한겨레)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05841.html

2015. 10. 20. - “학교 가지 말고 1년 놀아라” 한국 부모들 견뎌낼까 (오마이뉴스)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2959

2015. 12. 16. - 학교 1년 쉬랬더니 잠만 자던데요? (시사인)
링크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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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친구들 동영상으로 만나기
[자체제작 동영상]
꽃다운친구들 유투브 채널 : http://bit.ly/2AKeTOW
▼

주요 콘텐츠▼

꽃다운친구들 소개 by 이수진 대표
https://youtu.be/A1tNNTxdZtc

꽃다운친구들 활동 소개
https://youtu.be/QT35PEx2LKI

꽃친의 마음 - 인터뷰
https://youtu.be/C044HGHk2DI

꽃친 3부작 다큐
http://bit.ly/2AM9o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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