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 누군가가 산책클럽이 뭐냐고 물으면 3박 4일 동안 책 보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는데요.

다녀와서는 책 보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나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온전한 나로서 따로 또 같이 관계 맺고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 지난 여름 산책클럽 1기 참가자 소감 중.

지리산이음과아름다운재단나눔북스가비영리 활동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여름휴가 프로그램

「여름 지리산 산책 클럽」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시 산내면 ‘작은변화베이스캠프들썩’과 마을 숙소, 지리산의 숲과 계곡에서

책을 읽어 머리를채우고, 걷고 쉬면서몸과 마음을 채우고, 다른 참가자들과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생각과

관계를 채웁니다.

자유롭게 읽고 쉴 수 있도록 좋은 먹거리, 쾌적한 공기, 넉넉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리산이음과 나눔북스가 함께하는

여름 지리산 산책山冊클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간: 2022. 6. 29(수)~7.2(토) / 3박 4일

• 장소: 지리산 산내면 일대

작은변화베이스캠프들썩 & 지리산 순이네흙집

• 주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변화”

“작은변화”를 주제로 한 책을 참가 신청 시 추천해 주시면 소정의 절차를 걸쳐 함께 읽을 책 2권을

선정하여산책클럽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읽습니다.

(선정된책은 미리 읽어오지 않습니다. 당일 현장에서제공합니다.)

• 대상: 비영리단체 활동가 등

• 모집 인원: 7명



• 신청 마감: 2022. 6. 16(목) 정오(12:00)까지

- 선착순(참가 신청과 참가이행보증금(5만원) 입금을 모두 완료한 시간 기준)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 아래 링크의 신청서(구글 설문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작성하기 ☞ https://forms.gle/DTXPjA9YGXxpboPw9

• 참가비: 1인당 30만원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아름다운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숙박비, 식비, 도서구입비, 여행자보험등 포함이며, 행사 장소까지 오가는 교통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참가비는무료이나, 참가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하여참가 이행 보증 목적으로 5만원을 입금 받고,

이는 행사 후 지리산 특산품으로돌려 드립니다. (보내실계좌: 하나은행 162-910001-57204

(예금주: 아름다운재단))

• 주요 일정

구분 6/29(수) 6/30(목) 7/1(금) 7/2(토)

오전 • 아침식사 및
• 책 읽는 시간

• 아침식사 및
• 책 읽는 시간

• 아침식사
• 자유시간

오후 • 「들썩」으로
모이기(-14시): 
오리엔테이션및
서로 알기

• 숙소까지 걷기
(지리산둘레길)

• 계곡 산책, 점심식사, 
• 책 읽는 시간

• 지리산둘레길 걷기, 
점심식사, 

• 책 읽는 시간
• 대화의 시간

• 걷기, 점심식사
• 회고 및 평가
• 정리, 귀가(13시-)

저녁 • 저녁식사와
자유시간

• 저녁식사
• 대화의 시간
• 자유시간

• 회합의 시간
• 자유시간

** 일정은 참가자 의견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 참가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들썩 오시는 길 ☞ https://jirisaneum.org/trans)

• 기간 중 산책클럽기록 및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이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과지리산이음에서향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행사는 향후 유익한 프로그램을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범사업이므로, 프로그램의문제나 개선점, 향후 방

향에 관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마지막날 프로그램에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며,

- 필요 시 추후 진행되는 개별 또는 집단 인터뷰에도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아름다운재단신성규 self@beautifulfund.org

* 문의사항을이메일로남겨주시면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DTXPjA9YGXxpboPw9
https://jirisaneum.org/tr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