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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네트워크를 이용한 활동내용 공유

모든 지역사회와 그룹에는 각기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내 다른 
사람들의 활동상황을 알아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 볼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네트워크 그룹내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고 다른 이들의 참여를 장려해 본다.

 › 다른 그룹의 활동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본다.

 › respect.gov.au 웹사이트의 정보와 자료를 지역 소식지나 즐겨보는 
매체에 올려 공유한다. 

 › 여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그룹 회의나 공적인 행사의 안건에 
포함시킨다. 

 ›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방법들을 우리집 가족과도 나눠본다. 

실천 대상:
종교 모임, 지역의회, 학교, 소모임 등  

크고 작은 종류의 모든 모임 

우리 지역사회내에서 존중이 담긴 태도와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실제적 실천방안 

지역사회 
활동 가이드

행사

지역사회 워크샵 열기

지역사회 워크샵은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과 존중에 관한 대화를 
가지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의 각곳으로부터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볼 수 있습니다:

 › 직장 고용주, 사업계 지도자, 교사, 스포츠 코치, 기타 지역사회 
단체 회원 등 다각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가지는 여러 사람들을 
초대한다. 

 › 시의회 의원과 같은 지역사회 명사를 포함해 보도록 한다.  

 ›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Stop it at the Start) 캠페인 자료와 
비디오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고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태도를 
성찰해 보고 각자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장려한다. 

 › 지역사회내에서 존중을 장려하는 실제적인 활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본다. 다음 방법들이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천 대상:
지역사회내 그룹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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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커뮤니티 모닝티나 오후 간식 모임 개최

격식을 피한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임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모닝티나 오후 간식 모임을 가지면 쉽게 
사람들을 모아 존중에 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볼 수 있습니다:

 › 연사를 초청해서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른들의 역할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하거나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 참가 단체나 그룹의 지도자를 초대해서 존중이 바탕이 되는 단체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지도자의 생각을 들어 보도록 한다.  

 › 포스터나 자료를 마련해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실천 대상:
학교, 지역사회 단체, 직장, 스포츠 클럽, 

종교단체

행사

존중을 위한 스포츠 행사 개최

존중을 매개로 한 스포츠 클럽 행사는 참가자, 회원 및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흥미롭고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 볼 수 있습니다:

 › 팀원들의 훈련 중 존중이 바탕이 된 행위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해 본다. 

 › 팀 소식지나 소셜 미디어에 respect.gov.au의 자료를 포함해 ‘존중 
행사’에 관한 정보를 올려서 장려한다. 

 › 행사일에는 홍보용 텐트를 마련하여 respect.gov.au 웹사이트의 
정보와 자료를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 가능하다면 기타 적절한 행사들과 연계한다. (예: 11월 25일 국제 
여성 폭력 근절의 날 기념 스포츠 행사)

실천 대상:
스포츠 클럽

행사

기존의 공공 행사에 연계하여 참가하기
지역사회 활동과 행사는 존중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기회입니다. 지역내에서 벌어지는 기존의 행사에 참가하여 일반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사람들과도 만나 홍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시장이 서는 날, 학교 기념일, 축제, 음악회 등의 행사에 
참가하여 간이 홍보대를 마련하고 존중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고 
참가자들과 대화를 해 본다. 

 › 관련 행사나 포럼에 참가해서 무례한 태도가 어떻게 해서 어릴 
때부터 형성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세미나를 주관한다. 

 › 학교 육성회나 조회시간에 초청 연사로 출연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회와 협력하여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나눠본다. 
(예: 청소년의 태도에 어른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생각나는 것
(What comes to mind)’ 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천 대상:
지역사회 모임, 종교 단체, 지방 정부

활동

‘조직전체 접근법’ 실행
‘조직전체 접근법’을 만들면 우리 그룹이나 단체에 존중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속해있는 단체나 지역사회 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규정과 전략을 만든다. 

 › 내부적으로 새 규정 전략을 홍보한다. (예: 휴게실에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단체 소식지에 알림기사를 낸다.)

 › 연사를 초청해서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른의 역할과 같은 주제로 발표을 듣거나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실천 대상:
소규모 사업체, 스포츠 클럽, 지역사회 모임,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