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20(토)
15:00~16:30
2/27(토)
15:00~16:30
3/13(토)
15:00~16:30
3/27(토)
15:00~16:30
4/10(토)
15:00~16:30
4/24(토)
15:00~16:30
5/8(토)
15:00~16:30
5/22(토)
15:00~16:30
6/12(토)
15:00~16:30
6/26(토)
15:00~16:30

주제
청소년, 내 인권은 괜찮을까?
- 인권이란 무엇일까?
- 청소년으로서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청소년 인권]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 청소년 연애와 성교육
- 성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여성 인권] 우리 학교는 안전할까?
- 스쿨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성 인권] 성범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n번방 공론화 1년, 그후
-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장애인 인권] 장애인 친구가 있나요?
- 장애인 시설과 탈시설 운동
- 오줌권을 아시나요?
[장애인 인권]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만?
- 농인과 코다
- 청인이 가진 농인에 대한 편견?
[아동 인권] 아동의 권리는 무엇일까?
- 노키즈존, 무엇이 문제일까?
- 정인이와 아동 학대
[인종차별] 우리는 정말 다른 인종일까?
- BLM과 인종차별
- 인종차별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왔을까?
[성소수자 인권] 퀴어란 무엇일까?
- 성소수자에 관한 기본 개념
- 성소수자를 둘러싼 편견과 오해는?
[최종 정리] 앞으로 더 알아봐야 할 인권!
- 세상엔 또 어떤 인권 이슈가 있을까?
- 10주간의 인권 수업을 마치며

참고 도서

수업방식

<십 대, 인권의 주인공이 되다>, 김광민
<유예된 존재들>, 공현
줌(zoom) 수업
<돌직구 성교육>, 제인 폰다
<그러니까, 존중 성교육>, 김혜경
<우리 목소리는 파도가 되어>, 혜안 외 10명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카트 드 코크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추적단 불꽃
<N번방 이후, 교육을 말하다>, 김동진 외 다수
<어른이 되면>, 장혜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우리는 코다입니다>, 이길보라 외 2명
<서로 다른 기념일>, 사이토 하루미치
<아동 인권>, 김희진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임인택 외 4명
<하얀 폭력 검은 저항>, 수전 캠벨 바톨레티
<딸에게 들려주는 인종차별 이야기>, 타르 벤 젤룬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
<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부모모임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방역지침에 따라
별로 안내

1) 온라인 토론 특성상, 참가자들의 집중도 향상과 흥미 유발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함께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수업 말미에 토론 주제 관련 책을 소개해주어 각자 독서를 하게끔 유도하고자 합니다.
3) 위 두 사항을 바탕으로, 본 독서토론은 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