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 사례 공모전
결과발표
안녕하세요.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에서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모전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수상 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공모 결과 및 시상과 관련해서는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대상
(장관상)

금상
(장관상)

사례제목

소속

수상자

문화컨텐츠 리더 양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문화 만들기 교육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이○형

양성평등 캠퍼스 만들기 하이(Hi)젠더, 하이(High)젠더 / 확인했shu?!

삼육보건대학교 인권센터

김○연

인권서포터즈 ‘SMile’과 함께 하는 인권 활동

세명대학교 인권상담소

오○미

“하루빨리 편안해 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나의 일상적 모순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최○주

고충상담원 수기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장○연

한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신○민

나사렛대학교 나사렛상담센터

이○욱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김○희

백석문화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미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 서포터즈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장○나

2020년 성평등 공모전 / 2021년 PNU 성평등 특강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최○주

창원대학교 인권센터

김○순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류○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강○희

조선대학교 양성평등센터

김○은

백석문화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미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다림

곽○은

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 “누구나 한 번쯤은, 양성평등”
- 학생 : 내가 만드는 예방교육 / 양성평등 골든벨 / 그림책으로 만나는 양성평등
- 교직원 : 양성평등챌린지
- 전체 구성원 : 젠더살롱(Gender Salon)

은상
(센터장상)

고충상담원 수기
캠퍼스 안전데이트 「사랑은 존중이야」 프로그램 /
폭력예방교육이수 의무화 / 체험형 폭력예방교육 / 수요자 맞춤형 인권특강 /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
Ⅰ. 소수집단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Ⅱ. 폭력예방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한 캠퍼스 문화조성을 위한』 인권존중 UP! 인권가치 UP!
인권마인드 UP!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양성평등 관련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
양성평등 관련정책 제도운영 및 개선
-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 대학원생 권리장전 개정
- 인권주간

디딤돌상
(센터장상)

- 교수용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 리플렛 제작 및 배포
평등한 캠퍼스 구축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평등한 안내서 제작, 상담실 환경조성 등)
양성평등 관련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 온라인/오프라인 양성평등 캠페인 운영
- 2020학년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2020년 총학생회 대상 양성평등예방교육
- 20~21학년도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 2021년 유아교육과 성인지 감수성(폭력예방) 교육
- 2021년 외국인유학생 폭력예방교육
새내기 새로 배움터 반성폭력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