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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갈등해결과대화 주요활동영역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는 2017년 7월,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그 동안 수행해왔던 갈등과 갈등해결, (또래)조정, 대화, 진행, 회복적 정의 등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련한 사업의 영역과 활동을 계승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는
협력적 갈등해결문화를 조성하여 차이가 힘이 되고,
대화의 힘을 믿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

‣ 조정 (Mediation)
개인,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 3자로서 대화의 과정을 돕는 활동
• 이웃간 분쟁, 지역사회의 민관 갈등, 공공갈등 등의 영역, 이웃분쟁조정센터 등

‣ 회복적 정의 피·가해 대화모임
학교나 공동체 내에서 피해와 손실이 생긴 사건을 피해자와 행위자의 요구에 주목
하여 안전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 학교, 사법영역, 지역사회 공동체와 기관 등

‣ 차이와 불일치를 다루는 갈등해결교육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
고 갈등이 있는 사람 사이에 피해와 손상, 회복과 책임이 필요한 관계에서 어떻게 갈등을
다뤄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는 과정
갈등과 갈등다루기

‣ 대화
갈등이 생기기 전에, 공동체 내에 신뢰를 형성하는 대화의 경험을 만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갈등이 있는 그룹 간 혹은 갈등 이
슈를 답을 정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활동
•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지원하는 ‘떨림이 있는 대화’

중립적 제3자로 갈등다루기 “조정”

• 공동체 내 신뢰를 형성하는 대화

RJ 피·가해 대화모임 진행자 훈련

•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열린 대화

기본교육과정
회의진행자 훈련과정
심화훈련과정
맞춤교육

조정 심화훈련과정
찾아가는 갈등해결교육
(대상: 아동 및 청소년, 교사, 학부모,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마을 활동가, 경찰 등)

‣ 진행 (Facilitation)
그룹의 논의나 구성원 내에 이견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때,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돕는 활동
• 지방자치단체, 마을총회, 시민단체 포럼 등 진행

‣ 학교평화커뮤니티 구축 및 지원
학교의 평화 문화 만들기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상호 연결되고 프
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 및 지
원 활동
• 갈등해결교육, 또래조정, 학부모교육, 교사 교육 등 통합적으로 진행

‣ 정책 연구 및 출판 활동
분쟁 지역에서의 갈등해결에 관한 현장 연구, 학교 폭력 예방과 대안적 접근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연구,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의 필요성과 적용을 위한 연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