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 활동 및 변화 만들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고 싶은 두 가지
변화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지지 활동의 개념에 대해 배웁니다.



지지 활동이란?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는 커뮤니티와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특정 스포츠팀에서 뛰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음악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비싼 옷을 입도록 새로운 복장 규정을 만든다든가, 당선된 정치인이 우리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우리의
목적지로 연결되는 교통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 버스를 세 개나 타고 오랫동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질문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지 활동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강의실 앞쪽의 프로젝션 스크린에 지지 활동을 위해 활용된 웹사이트를 보여줍니다.
웹사이트에 나온 지지 활동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 시도하길 원했던 사람들(청소년들이 많음)이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우 'Fight For $15'와 'Women's March'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Global Voices',
'Greenpeace'와 'World Wildlife'가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한 가지 문제와 여러분과 커뮤니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음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제

과제

과제

참가자들을 3명씩 그룹으로 나눕니다. 현재 세션에서 각 그룹에 시간을 줍니다.
적어도 이틀 동안 1) 자신의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사하고 해당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최소 두 가지씩 파악하고, 2) 파악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만듭니다. '갤러리 워크' 방식의
일환으로 더 큰 그룹을 대상으로 발표할 때 이 포스터를 활용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그룹에서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커뮤니티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은 측면을 조사하고 파악하세요. '커뮤니티'는
학교, 이웃 또는 자신이 속한 지역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선생님 또는
가족과 그들이 바꾸고 싶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2. 포스터를 만드세요. 각 그룹에서 만든 포스터는 벽에 전시되며 '갤러리 워크'
방식으로 레슨이 진행되면서 각 그룹이 파악한 문제와 해결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각 그룹은 문제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최소
2가지씩 파악해야 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문제나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포스터에
붙이세요[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순서도나 그래프, 차트를
활용하여 문제의 정도와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 포스터는 다른 사람이 그룹 멤버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포스터를 보거나 읽을 때
문제와 잠재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과제

각 그룹에 조사하고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질문을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큰 그룹이 다시 모이면 포스터를 벽에
전시하도록 하고 전체 그룹에 20분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포스터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30분 동안 각 소그룹에서 포스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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