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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내 자료

비폭력대화센터(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sm
국제심화교육(INTERNATIONAL INTENSIVE TRAINING)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강원도 인제, 한국, 2019 년 1 월 11 일 ~ 1 월 20 일
기본 안내 자료 (BIS)

프로그램 안내: 국제심화교육(IIT)에서는 9 박 10 일 동안 비폭력대화에 “몰입하는 경험”을 합니다. 경험 있는
CNVC 국제공인트레이너팀이 진행하는 숙박 교육입니다. IIT 의 목적은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에서 NVC 로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NVC 지식, 역량, 의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언어: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순차통역이 있습니다.

트레이너
쇼나 카메론(Shona Cameron)
쇼나는 2003 년부터 자신의 삶에 NVC 를 적용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마셜이 진행하는 9 일간의 IIT 에서 처음 NVC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깊고 심오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NVC 를 계속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리학자이며, 수년동안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다른 심리학자들을 가르치고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현장에서 쉽게 하는 중재와 기린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배움의 여정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연의 소중한 삶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돕는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NVC 를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NVC 를 적용하여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쇼나는
명료함과 따뜻함, 유머가 있으며, 보살핌과 정확성을 가진 피드백을 한다는 평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심리학적 배경을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과 NVC 의 성장에 쏟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쇼파에 앉아 책을 읽지만, NVC 팀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CNVC 트레이너를 인증하는 E-SEAT(English Speaking
European Assessment Team)의 일원입니다. 현재는 의사결정과정과 파워가 남성 리더십에서 여성
리더십으로 이동했을 때, 즉 가부장제가 아닐 때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Postpatricidal
Leadership)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아꼬모 폴레스끼(Giacomo Poleschi)
CNVC 국제공인트레이너이며, 워크숍과 연습모임을 진행하면서 NVC 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관계나 교육현장 혹은 기업에서 교육, 부모
지원, 코칭과 개인의 성장, NVC 중재, 그룹 퍼실리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Centro Esserci(다양한 영역에서 NVC 를
홍보하고 있는 출판사이자 NVC 교육센터)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NVC 와 몬테소리 교육에 영감을 얻은 비영리기관인 교육프로젝트
(www.parlarepace.it)와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피사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고 Supply Chain and Logistic 에서 일했습니다.
2012 년에 아내가 첫째 딸 셀레스테를 낳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NVC 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NVC 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사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14 년
딸과 함께 1 년 반을 “풀타임 아빠”로 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NVC 를 전하는 일 이외에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으며, 2016 년부터 아내, 친구들과 수제 파스타 공장과 레스토랑인 “In
Pasta – cibo e convivio”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 세 자녀와 이태리 투스카니의 서해안에
살고 있고 있습니다. www.giacomopoleschi.com
매리앤 여틀린(Marianne Göthlin)
매리앤 여틀린은 스웨덴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27 년 동안 NVC 를
삶에 적용하고 있으며 1998 년에 CNVC 국제공인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NVC 를 여러 나라에서 나누고 있으며 다른 트레이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마셜 로젠버그와 함께 IIT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NVC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배움의 환경에서 존중의 대화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8 년에는 NVC 가치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학교를 스톡홀롬
근처에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변화되는 데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는 또
다른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대개는 학교에서, 그들의 가치 체계와 꿈을 이해하고 연결하려는 강한
의도를 갖을 때 저는 호기심과 겸손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매리앤은 모든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공감적 현존의 그 미묘한 힘을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마스터즈(Kristin Masters)
크리스틴 마스터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29 년전 참여적 진행자, 중재자, 다양성 트레이너로서의
여정을 시작했고, 집단이 그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기쁨을 느낍니다. NVC 는 1995 년 친구인
Jean Morrison 를 통해서, 그리고 Sam Quentin 교도소의 “폭력의 대안
프로젝트(Alternative to Violent Project)”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관여하고 있던 갈등해결에 NVC 를 통합했고, 자신이 오랫동안
소장으로 일하는 시 지역센터의 직원을 교육하는데 적용했습니다.
Miki Kashtan 에게 NVC 를 제도적 변화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회정의를 위한 비폭력 리더십(Nonviolent Leadership for Social Justice)’을 준비하는
팀에서 Roxanne Manning 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NVC 의 내면 작업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자기책임과 피해자 의식에서 나오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게 돕는 Robert Gonzales 의 Living
Compassion 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부부/연인 관계, 부모역할, 일,
사회변화를 위한 힘을 얻는데 기반이 됩니다. 지난 몇년간 NVC 와 대인관계 신경생물학과
가족세우기를 접목하고 있는 Sarah Peyton 과 함께 즐겁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20 여년간 다양성
주제에 관한 리더이며, 지배제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변화와 치유에 NVC 를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을
부여하기와 애도, 행동을 통합하고 있는 Joanna Macy 의 Work That Reconnects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치유하고 배우기로 선택하고, 평화와 정의가 결여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 생동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조성과 정의를 지지자로서, 우리가 모두 아름답고, 가치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기여하는 바가 중요하게 잘 수용되는 시대를 꿈꿉니다.”
크리스 라젠드램(Chris Rajendram)
저는 1996 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당시 CNVC 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 마리아 맨킨을 통해 마셜 로젠버그와 NVC 를 처음
만났습니다. NVC 는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던 공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파울로 프레리와 Sense-Making 에 몰두하고 있던
저에게 NVC 는 완전히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NVC 프로세스에
매료되었고 스리랑카로 돌아와서 마셜을 초청해 스리랑카에 NVC 를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NVC 공동체의 멋진 사람들을 사람들을 만났고
이 세상이 NVC 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20 명의 아이들과 NVC 로
살아가는 배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IIT 팀과 함께 배움의 여행을 계속하길 기대합니다.

장소: 동국대학교-만해마을

주소: 강원도 인제군 만해로 91 (설악산 국립공원
내설악 지역)
전화: 033-462-2303
팩스: 033-462-2213
E-mail: manhae2303@naver.com
홈페이지: http://manhae2003.dongguk.edu/

교통안내:
버스

동서울터미널(TEL.1688-5979)→속초행(미시령 경유)→양평→홍천→인제→원통→백담사입구 하차→도보 15 분 소요

자가

서울→양평→홍천→인제→한계삼거리(미시령방향)→12 선녀탕입구→만해마을

운전

서울→영동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춘천방향)→홍천→인제 →한계삼거리(미시령방향)→12 선녀탕입구→만해마을

참가비: IIT 참가비는 교육비와 숙식비로 나뉩니다. 교육비는 CNVC 에 미국 달러로 지불하며,
숙식비는 교육장소인 만해마을에 원화로 지불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교육비 구분

교육비

교육비 (전액을 지불할 경우)

$2,340

2 개월전 사전등록 15% 할인 (2018 년 11 월 11 일까지 등록 시)

$1,989

CNVC 국제공인트레이너 지원자 또는 IIT 참가 경험이 있는 분 15% 할인 (중복할인 불가)

$1,989

참가하는데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2018 년 10 월 31 일까지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숙박형태와 숙식비(9 박 10 일)
숙박형태

숙식비

1인실

756,000원/1인

2인실

486,000원/1인

3인실

396,000원/1인

4인실

351,000원/1인

모든 숙소에는 개별 화장실이 있습니다. 숙박비와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방법:
1.

IIT 참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소 $100 를 CNVC 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2.

2018 년 11 월 11 일 전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 제출시 교육비 전액을
지불하거나 교육비의 일부(최소 $100 이상)를 지불하십시오. 교육비 일부를 지불한 경우는
그 잔액은 2018 년 11 월 11 일전까지 지불을 완료해주십시오. 2018 년 11 월 11 일 이후부터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는 신청서 제출시 교육비 전액을 지불하십시오.

3.

참가신청서 제출한 후 5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참가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5 일 이내에 안내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는 CNVC IIT
Department(iit@cnvc.org, 영어 문의)나 한국 NVC 센터(training@krnvc.org, 한국어 문의)로
연락바랍니다.

4.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은 미국 IIT Department (전화: +1-505-244-4041 / 이메일:
iit@cnvc.org) 또는 한국 NVC 센터(전화: 02-6085-5585/ 이메일: training@krnvc.org)로
문의해주십시오.

* CNVC 국제공인트레이너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께 IIT 참가를 권합니다. 국제공인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준

비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도 NVC를 나누고 계신 분들께도 IIT 참가를 추천합니다. 관련 정보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안내
일정
2019 년 1 월 11 일 (금) 저녁 7 시 ~ 2019 년 1 월 20 일 (일) 낮 12 시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강원도 인제군 만해로 91
전화 033-462-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