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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풀뿌리운동 활동가대회 서울에서 개최
- 9월 11일부터 150여명이 참가하는 교류의 장 마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2012 풀뿌리운동 활동가대회 - 풀뿌리운동의 길을
묻다’가 9월 11일과 12일에 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의 풀뿌리운동 활동가 150여명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
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운동의 공동 비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
었다. 풀뿌리운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와 연대의 장을 제공하는 것도 행사의
기획의도 가운데 하나이다.
활동가대회는 ‘운동의 경계 넘나들기’, ‘지속가능한 운동 만들기’, ‘운동의 제도화 흐름
이해하기’, ‘풀뿌리운동의 자부심 찾기’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마당이 만들어진
다. 지역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주민조직화 활동경험, 개인과 조직의 문제, 운동의 전망과
비전 등 풀뿌리운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또는 고민을 나누고 그 해결방안을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풀뿌리운동 활동가가 참가하는 전국단위의 모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
고 있다. 지금까지 풀뿌리운동을 주제로 하는 행사는 지역단위의 대회나 분야별 모임의 형
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또한 풀뿌리운동 활동가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개최되는 제2회 시민교육박람회
(9.11~13)와의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풀뿌리운동과 민주시민교육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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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이현정 대표,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강영희 이사, 풀
뿌리자치연구소의 이호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의 이필구 국장 등 여러 분야의 활동가들
이 참여하고 있는 ‘2012 풀뿌리운동 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이 주관하며, 참가신청은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를 이용하면 된다.

*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 양금식 3709-7621
□ 사업개요
○ 사업명: 『2012 풀뿌리운동 활동가대회 - “풀뿌리운동의 길을 묻다”』
○ 일 시: 2012.9.11(화)~12(수), 1박 2일간
* 9.11~13에 진행되는 시민교육박람회와 동시에 개최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대방동)
○ 내 용: 풀뿌리운동 활동사례 공유와 비전모색, 현장교육 참가 등
○ 인 원: 150명 내외
○ 주 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주 관: 2012 풀뿌리운동 활동가대회 준비모임

□ 풀뿌리운동 활동가대회 준비모임 구성(안)
○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문성
근(흥사단 기획실장), 이영아(대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
장), 권혜진(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처장), 김채원(체인지대구 기획실장), 조이헌임(풀뿌리여
성센터 바람 사무국장), 한혁준(전북한살림 사무국장), 유정길(평화재단 기획위원), 이현정
(부산풀뿌리네트워크 대표), 강영희(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이사)
* 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은 필요에 따라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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