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청소년 도박 예방 위원회
2차 워크숍

“또박또박 두번째 걸음”

환영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ZEP 캐릭터를 본인 이름으로 설정 해주세요!

오늘 워크숍은 오후 14시 부터 시작합니다.

X



오늘 워크숍은 ‘빠띠’가 함께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첫번째 발걸음을 내딛어볼까요?

● 14:00-14:10(10’) 체크인 🚀
● 14:10-14:20(10’)  2차 워크숍 “두번째 걸음” 안내

● 14:20-15:30(70’) 🔥‘소그룹 활동’ 진행

● 15:30~15:50(20’) 🔥‘소그룹 활동’ 공유

● 15:50~16:00(10’) 회고 & 마무리 🌿



체크인
 오늘 나의 '에너지' 점수는?

🙁
1점

😄
5점



소그룹 활동 안내



1차 워크숍에서 우리는! 

 ▲ 1조  ▲ 2조  ▲ 3조



1차 워크숍에서 우리는! 

 ▲ 1조  ▲ 2조  ▲ 3조

캠페인, 교육

교육

교육, 상담



1차 워크숍에서 우리는! 

 ▲ 1조  ▲ 2조  ▲ 3조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 캠페인 
주제 및 구체적인 활동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자!



소그룹 활동은 이렇게! 
Step1.  ‘교육’ 또는 ‘캠페인’ 중 1개를 선택한다.  

Step2.  선택한 방법으로 활동(교육, 캠페인)자료를 모으고 ‘주제’를 정한다.
예) 청소년 도박 종류 및 현황 교육
예) 청소년 도박 폐해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예) 도박에 빠진 청소년 치유서비스 안내 캠페인   

Step3.  ‘주제’를 바탕으로 제안서(양식)을 참고해 구체적인 활동 방법 등을 
함께 작성해 본다. 

Step4.  조별로 기획한 교육/캠페인 내용을 정리한다.



소그룹 활동은 이렇게! 

주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캠페인 주제)

목표 (1차 워크숍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캠페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세부내용

대상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캠페인 참가자, 누구를 대상으로)

방법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캠페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 필요한 계획이나 행동)

자원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 공간(진행장소), 인물(전문가) 등)

걸림돌 (예상되는 어려운 점) 대안 (‘걸림돌’을 해결할 방법)

제안서 예시



한 사람이 발언을 많이 하지 
않고 공평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의견이라도 미리 판단, 
비난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 보아요

궁금한 점은 서로 바로 물어봐요

다른 사람의 발언이 
마쳐지면 이야기해요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웃으며 이야기해요

🥱 🤩 🤔

⏰ 😃 🙌

우리 오늘도 함께 지켜보아요!



소그룹 활동 시-작!



소그룹 활동 시-작!



소그룹 활동 공유



🔥주제

목표

세부내용

대상

방법

자원

걸림돌 대안

1조



🔥주제

목표

세부내용

대상

방법

자원

걸림돌 대안

2조



🔥주제

목표

세부내용

대상

방법

자원

걸림돌 대안

3조



🔥주제

목표

세부내용

대상

방법

자원

걸림돌 대안

4조



소감 공유🔥



🍋 여러분, ‘중간 공유 워크숍’에서 만나요!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 2022년 8월 중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무엇을 하나요?
● 기관 별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공유



단체 사진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