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vember 2, 2006 (Thursday)

10:30-11:00 Registration

11:00-11:20 Opening Session
Chair: Ms. Sung-Hae Park (Director,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Congratulatory Remarks
Mr. Heung-Kwon Kim
(Vice Mayor 1 for Administrative Affai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1:20-11:30 Promotional Video
“Meeting Female Teenagers : Now, We are Walking and Living”

11:30-12:00 Keynote Speech
“Visions and Challenges for Empowerment of Female Teenagers”

Dr. Hae-Jung Cho (Professor, Dep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12:00-13:30 Luncheon

Integrated Empowerment for Female Teenagers
Chair: Dr. SungJa Chang (Professor, Namseoul University)

13:30-14:10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s Project on Empowering Female 
Teenagers

Ms. Sung-Hae Park (Director,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14:10-14:50 Empowering Adolescent Girls: The Go Grrrls Program
Dr. Craig LeCroy (Professor, School of Social Work, Arizona State University, U.S.)

14:50-15:10 Coffee Break

15:10-15:50 Girls’Day- Future Prospects for Girls
Ms. Carmen Ruffer (Program Coordinator, Girls’Day, Germany)

15:50-16:30 Powerful Voices’ Approaches to Girls’ Leadership Development
Ms. Ann Muno (Associate Director, Powerful Voices, U.S.)

16:30-17:30 Open Discussion
Dr. Chol-Kyung Yoon (Director,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Dr. Hae-Lin Yoon (Research Professor, Korean Women’s Institute)

November 3, 2006 (Friday)

Workshop on Program Development for Empowering Female Teenagers
Chair: Dr. Eun-Kyoung Kim (President, Sejong Leadership Institute)

10:00-12:00 Go Grrrls Program Workshop
Dr. Craig LeCroy (Professor, School of Social Work, Arizona State University, U.S.)
Ms. Janice Daley (Program Director, Go Grrrls, U.S.)

12:00-13:00 Luncheon

13:00-15:00 Open Discussion and Closing

Program



11월 2일(목)

10:30-11:00 등    록

11:00-11:20 개 회 식 사회: 박성혜 (서울특별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소장)
격 려 사 김흥권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1:20-11:30 영상물 상영 “십대여성들을 만나다: 지금 우리는 걷고, 살아간다”

11:30-12:00 기조연설 “21세기 십대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비전과 과제”
-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2:00-13:30 중    식

십대여성을 위한 통합적 임파워먼트
좌장: 장성자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3:30-14:10 십대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늘푸른 프로젝트
- 박성혜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소장)

14:10-14:50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Go Grrrls 프로그램
- Craig LeCroy (아리조나주립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14:50-15:10 휴    식

15:10-15:50 십대여성의 미래 비전을 위한 Girls’Day 프로그램
- Carmen Ruffer (독일 Girls’Day 코디네이터)

15:50-16:30 십대여성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Powerful Voices 프로그램
- Ann Muno (미국 Powerful Voices 부소장)

16:30-17: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지정토론: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윤혜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1월 3일(금)

십대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사회: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10:00-12:00 Go Grrrls 프로그램 워크숍
- Craig LeCroy (아리조나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Janice Daley (Go Grrrls 프로그램 디렉터)

12:00-13:00 중    식

13:00-15:00 종합토론 및 폐회

프로그램



CONTENTS

Workshop on Program Development 
for Empowering Female Teenagers

Chair: Dr. Eun-Kyoung Kim (President, Sejong Leadership Institute)

Go Grrrls Program Workshop ·········································································· 1

- Dr. Craig LeCroy (Professor, School of Social Work, Arizona State University, U.S.)

- Ms. Janice Daley (Program Director, Go Grrrls, U.S.)

Appendix: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

 1. Girls Incorporated (U.S.) ················································································· 63

 2. Power Camp National (Canada) ····································································· 74

 3. Covenant House (U.S.) ···················································································· 78

 4. Alternative for girls (U.S.) ·············································································· 85

 5. Office of Women New South Wales Premier’s Department (Australia) ······ 88

 6. Young Women’s Empowerment Project (U.S.) ·············································· 90

 7. Children of the Night (U.S.) ·········································································· 92

 8.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Taiwan) ···················································· 96

 9. Paul and Lisa (U.S.) ······················································································· 98

10. Network of Asia Pacific Youth (Asia) ························································· 100

11. Knowledge about Life: Empowering Adolescent 
Girls Through Groups (U.S.) ········································································ 103

12. HHS’ Girl Power! Campaign Fact Sheet (U.S.) ·········································· 112

13. Girls Write Now (U.S.) ················································································ 115

14. Center for Young Women’s Development (U.S.) ········································ 119



목    차

십대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사회: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Go Grrrls 프로그램 워크숍 ················································································ 1

- Craig LeCroy (아리조나주립  사회복지학과 교수)

- Janice Daley (Go Grrrls 로그램 디 터)

부록: 십대여성 외국 프로그램

 1. Girls Incorporated (미국) ················································································ 63

 2. Power Camp National (캐나다) ······································································ 74

 3. Covenant House (미국) ··················································································· 78

 4. Alternative for girls (미국) ············································································· 85

 5. Office of Women New South Wales Premier’s Department (호주) ············· 88

 6. Young Women’s Empowerment Project (미국) ············································· 90

 7. Children of the Night (미국) ·········································································· 92

 8.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대만) ························································ 96

 9. Paul and Lisa (미국) ······················································································· 98

10. Network of Asia Pacific Youth (아시아) ····················································· 100

11. 그룹 훈련을 통한 십대 여성의 임파워먼트 :: 미셸 리 하이켄 지음
청소년 활동가들의 목소리 Voice of Youth Advocates, 
2002년 2월호 (미국) ····················································································· 103

12. 미국 보건복지부의 걸파워 캠페인 (미국) ···················································· 112

13. 글쓰는 소녀들 (미국) ···················································································· 115

14. 십대여성지원센터 Center for Young Women’s Development (미국) ········· 119



Workshop on Program Development 
for Empowering Female Teenagers

Chair: Dr. Eun-Kyoung Kim (President, Sejong Leadership Institute)

Go Grrrls Program Workshop

- Dr. Craig LeCroy
(Professor, School of Social Work, Arizona State University, U.S.)

- Ms. Janice Daley
(Program Director, Go Grrrls, U.S.)



Go Grrrls Program Workshop 3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4



Go Grrrls Program Workshop 5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6



Go Grrrls Program Workshop 7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8



Go Grrrls Program Workshop 9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10



Go Grrrls Program Workshop 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12



Go Grrrls Program Workshop 13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14



Go Grrrls Program Workshop 15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16



Go Grrrls Program Workshop 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18



Go Grrrls Program Workshop 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20



Go Grrrls Program Workshop 21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22



Go Grrrls Program Workshop 23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24



Go Grrrls Program Workshop 25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26



Go Grrrls Program Workshop 27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28



Go Grrrls Program Workshop 29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30



Go Grrrls Program Workshop 31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32



Go Grrrls Program Workshop 33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34



Go Grrrls Program Workshop 35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36



Go Grrrls Program Workshop 37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38



Go Grrrls Program Workshop 39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40



Go Grrrls Program Workshop 41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42



Go Grrrls Program Workshop 43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44



Go Grrrls Program Workshop 45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46



Go Grrrls Program Workshop 47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48



Go Grrrls Program Workshop 49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50



Go Grrrls Program Workshop 51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52



Go Grrrls Program Workshop 53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54



Go Grrrls Program Workshop 55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56



Go Grrrls Program Workshop 57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58



Go Grrrls Program Workshop 59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60



Appendix

십대여성 외국 프로그램

 1. Girls Incorporated (미국) http://www.girlsinc.org

 2. Power Camp National (캐나다) http://powercampnational.ca

 3. Covenant House (미국) http://covenanthouse.org

 4. Alternative for girls (미국) http://www.alternativesforgirls.org

 5. Office of Women New South Wales
Premier’s Department (호주) http://www.women.nsw.gov.au

 6. Young Women’s Empowerment Project (미국) http://www.youarepriceless.org

 7. Children of the Night (미국) http://www.childrenofthenight.org

 8.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대만) http://www.goh.org.tw

 9. Paul and Lisa (미국) http://www.paulandlisa.org

10. Network of Asia Pacific Youth (아시아)

11. 그룹 훈련을 통한 십대 여성의 임파워먼트 :: 미셸 리 하이켄 지음
청소년 활동가들의 목소리 Voice of Youth Advocates, 2002년 2월호 (미국)

12. 미국 보건복지부의 걸파워 캠페인 (미국) http://www.girlpower.gov

13. 글쓰는 소녀들 (미국) http://www.girlswritenow.org

14. 십대여성지원센터 Center for Young Women’s 
Development (미국) http://www.cywd.org



Appendix 63

1.『Girls Incorporated』(미국)

http://www.girlsinc.org 

기관 소개

<Girls Incorporated>는 소녀들에게 강

인하고 현명하고 당당해지도록 격려하

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청소년 단체이

다. 1864년에 설립된 <Girls Inc.>는 특

히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 미국 소녀들에게 꼭 필

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소녀들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항하고 소녀들이 성공적

이고 독립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소개

1. Girls Inc. Operation SMART (Science, Math and Relevant Technology) 

   작전명: 스마트 (과학, 수학 및 연관 기술 교육 프로그램)

2005년에는 여성이 미국 노동력의 48%를 점하게 된다. 소녀들이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지금 습득해 두지 않으면 여성은 여전히 서비스, 판매, 사무 직종에 

근무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1985년 <Girls Inc.>는 미래를 내다보고 “작전명: 스마트Operation Smart"를 시작

했다. 전국 수백 개에 달하는 장소에서 25만 명에 가까운 6세에서 18세까지 연령

의 소녀들이 기술자, 자동차 기능공, 외과 의사, 우주 비행사가 되는 길을 걷고 있

다. 그들은 의문을 품고, 추측하고, 도전하는 법을 배운다.  

● 성공을 위한 공식

소녀들이 수학, 과학과 기술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간주하라

소녀들과 유색 인종 아동들은 수학과 과학이 그들에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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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다.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기타 어른들은 아무리 잠재력을 가지

고 있고 또 능력을 보이더라도 소녀들이 소년들만큼 수학이나 과학을 잘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Girls Inc.> 공부방에서 소녀들은 기꺼이 기계를 분해하고, 

곤충과 작은 동물들을 돌보거나 관찰하고, 논리 퍼즐을 푼다. 소녀들은 소년들에게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자기들만 있는 환경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직접 과

제를 행한다.  

소녀들에게 크고 재미있는 실수를 범하게 하라

실험실과 놀이터에서 지나치게 보호 받는 소녀들은 위험을 가늠하거나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한다. <Girls Inc.>에서는 실수를 기피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인다. 소녀들은 새로 조립한 경보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는

지, 왜 정수 필터가 막히게 되었는지 칠판에 직접 그려가며 알아내도록 훈련 받는

다. 

어른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도움만 준다. 소녀들은 마음껏 호기심을 품어도 

좋고 두려움을 느껴도 좋으며 자기 판단력을 믿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소녀들에게 "으웩yuk" 요소를 극복하게 하라

더러워지기를 꺼리는 소녀들은 그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다. <Girls Inc.>에서는 소녀들이 “여성성"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고 온통 지저분해

지면서 강바닥을 파헤치거나 자동차 엔진을 분해한다. 소녀들은 성 차이에 대한 고

정관념을 극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배운다. 

소녀들에게서 성공을 기대하라

1999년 컴퓨터 과학 부문 고학력 위치 고사를 치른 소녀들의 수치는 소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73% : 23%) 이 차이는 남성이 지배하는 분야에 있어 소녀들에 대

한 기대치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Girls Inc.>는 소녀들에게 그들이 수학과 과학에 뛰어날 수 있고 고등학교와 대학

교 기간 내내 잘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소녀들이 야망을 가지는 것은 소년들이 

그런 것만큼이나 당연하며 또 21세기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꼭 배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 결과

프로그램 예비 평가에서 소녀들은 “작전명 스마트Operation SMART"에 참가하면 

할수록 수학과 과학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녀

들은 평가 단원들에게 “Operation Smart" 덕분에 어른이 되어서도 수학과 과학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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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rls Inc.> 미성년 임신 방지 프로그램 

미국은 산업국가들 중에서도 10대 임신율이 가장 높다. 9학년 소녀의 3분의 1이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차례의 설문을 통해 미성년자들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동기와 의

사, 요령을 동반한 노하우만 있으면 “안돼just say no"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미 증명된 전략

<Girls Inc.> 미성년 임신 방지 프로그램은 이미 효과가 증명된 전략이다. 이 연령

별 프로그램은 적절한 요령, 통찰력, 가치관, 각 개인에게 맞는 수단, 동료 그룹의 

지원과 완벽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장 단계, 연구 결과와 실정에 맞추어서 쌍방향

의,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 방법으로 소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

가 있음을 "깨닫고 확신owning the discovery"하게끔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소녀

들이 성관계를 나중으로 연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과 질병을 예방하는 

영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 함께 성장하기: 9세에서 11세의 소녀들과 부모/어른

소녀들과 신뢰를 형성한 어른들 사이에서 성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5회의 양방향 

대화 세션을 갖는다. 장차 대화 소통 경로를 열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우선적인 

성교육자가 되며 사춘기 때의 변화, 해부학, 생리학, 위생,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및 느낌, 가치관, 그리고 청소년의 성 행태 등을 가르친다. 

● 12세에서 14세의 소녀들

압력에 가장 굴복하기 쉬운 연령대에 들어가는 이 소녀들에게 10회의 세션을 통해

서 "안돼"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 양방향 세션들은 이성관계, 생식 계통, 여

성의 건강과 위생, 성에 대한 신화와 현실을 구분하기, 주장훈련과 의사소통 방법, 

미디어와 동료집단의 성에 대한 압력을 식별하고 극복하기, 성에 대한 의사결정 방

법과 위험한 상황 피하기, 절제의 긍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긍정적인 자매 지원 시

스템 positive-sister support system"의 효과에 대해 다룬다. 

● 15에서 18세의 소녀들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춘 10회의 양방향 세션을 가진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긍정적인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가치관, 주

장훈련, 거절하는 법, 인간관계 요령,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법, 임신, 성병과 HIV 

바이러스, 절제와 영리한 선택, 피임, 직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대화와 성공 

요령 등.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66

● 건강 가교

“건강 가교"는 지역 사회의 의료 시설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지식을 활동으로 체

험해보는 모델이다. “전인 교육"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활동적이길 선택한 소녀들에

게 필요한 생식 계통의 건강, 검사 및 피임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 결과

3년 동안의 평가 결과, 이 프로그램을 마친 고 연령층의 십대 소녀들은 전혀 참여

하지 않거나 일부만 참여한 소녀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다음해 기간 중에 성 관계를 

할 확률이 2분의 1, 임신을 할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프로그

램을 마친 저연령층의 십대 소녀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만 참여한 소녀들

에 비해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로 나타났다. 

3. Girls Inc Media Literacy 미디어 이해하기

잡지, 각종 광고, 뮤직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소녀들은 매스 미디어에 비

친 소녀와 여성들의 이미지로 둘러 싸여 있다. 1999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형적

인 미국 소녀가 어떤 종류의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등)를 사용하는 시간

은 하루 5시간으로 나타났다. <Girls Inc.>는 소녀들에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

의 메시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에도 계속 

개발 진행 중인) "Girls Get the Message소녀들은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소녀들과 

기타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음반, 신문, 웹 사이트, 음악 

비디오, 잡지와 게임 등에서 전해지는 각종 메시지를 평가해 보도록 권장하는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 Girls Re-Cast TV

텔레비전에 대한 10대 소녀들의 의견에 따라 <Girls Inc.>는 "Girls Re-Cast TV 소

녀들이 다시 제작한 TV"를 개발했다.("Girls Get The Message"의 첫 번째 프로그

램) 1995년부터 전국 수천 명의 소녀들이 텔레비전의 인물들과 프로그램들을 분석

하고 자신의 관점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쓰고 그들 나름의 방송으

로 고쳐 만들기도 했다. 현재까지 15,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Girls Re-Cast 

TV"에 참여했으며 각 주를 대표하는 수천 명이 미디어의 이미지에 대해 비판적으

로 생각하는 것을 돕는 "Action Kit활동 도구 모음"을 신청, 수령했다. 이 프로그램

을 통해 소녀들은 TV 경영진, 제작진, 연출가와 작가들에게 자신들의 관심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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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보커시

“Girls Get the Message" 프로그램에서 소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

도록 미디어 산업 전문인들과 직접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Girls Inc.>는 각

종 이벤트를 열어 미디어 산업의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 대화한다. 이 이벤트들에서 

소녀들은 미디어에서 소녀와 여성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

도록 요구한다. 

4. Girls Inc. Friendly PEERsuation 동료들의 설득 프로그램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면 여학생의 34%가 주기적으로 심하게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녀들은 소년들만큼이나 알코올과 약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심각한 건강상의 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소녀들은 대체로 소년들

과는 다른 이유로 인해 약과 술에 빠지기 때문에 표준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Friendly PEERsuation"은 약물 남용 방지를 동료 집단의 이슈로 

접근하고 건강한 행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용한다

는 점에서 소녀들의 상황에 부응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 왜 소녀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나

<동료집단의 압력>

술이나 담배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약물을 하는 소녀들은 주로 집단으로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소녀들은 데이트할 때 소년들에게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바디 이미지

  여성의 가치를 몸매와 용모로 점수 매기는 문화권에서 소녀들은 금식 다이어

트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 약, 담배 및 기타 약물에 의존한다.  

- 미디어 

  소녀들은 두통,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일반적 증상에 대해 처방 없이 또는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약의 사용을 권장하는 각종 매체에 둘러 사여 있다. 이 

광고들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를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홍

보한다. 

- 학대

  1997년 전국적인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밝힌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소녀들에 비해 담배, 술, 기타 약물을 

남용할 2배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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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소년들보다 더 많은 수의 소녀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됐

다. 소년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소녀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담배(66% : 

49%), 술(38% : 27%)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녀들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나

약물 남용 방지는 조기에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Girls Inc.>에서는 11살에서 

14살에 이르는 소녀들이 스스로 실천하면서 동시에 더 어린 소녀들에게 역할 모델

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두 부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Part 1

  11살에서 14살에 이르는 소녀들은 의사 결정, 주장 훈련, 대화 요령을 배운

다. 여기에는 술이나 담배를 강요받는 상황으로부터 피해 나오는 법까지가 포

함된다. 게임, 단체 토론 그리고 역할극을 통해 약물 남용의 장․단기적 효과에 

대해 배우고, 약물 남용을 부추기는 동료 집단과 미디어의 압력을 식별하는 

법을 익히며, 스트레스를 다루는 더 좋은 방법들을 체험한다. 

- Part 2

  새롭게 훈련된 "PEERsuaders 동료설득그룹"은 6세에서 10세에 이르는 아동 

그룹을 위한 약물 남용 방지 활동 계획을 짠다. 지도자로 존중 받으면서 소녀

들은 약물과 알코올을 멀리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굳힌다. 

● 결과

외부에 의뢰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Friendly PEERsuation" 프로그램이 11세와 12

세 소녀들의 유해한 약물 사용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동료들이 약

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피하는 요령을 가르친 것이 도움이 되었다. 

5. Girls Inc. Discovery Leadership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여성과 소녀들 역시 진보와 변화를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이란 말은 

중년 남자의 이미지로 연상되어 왔다. <Girls Inc.>는 소녀들이 장차 지도자로 클 

수 있도록 고무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다루면서 <Minneapolis YWCA>와 "Discovery 

: A Leadership Program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 발견"을 공동 개발했다. 13회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서 9세에서 11세의 소녀들은 성인 여성들과 함께 

모여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도력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확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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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과 소녀들은 동등한 파트너가 된다

소녀들은 그들 지역사회의 여성 지도자들과 파트너가 되어 지도력과 사회운동 능력

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지역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Discovery"의 장점 중 하

나는 소녀들에게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며 경험 있는 여성들과 프로젝트

들을 시행해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녀들은 이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

에서부터 함께 참여해왔다. 

● 전 세계 여성 지도력의 유산을 기린다

“Discovery"를 통해서 10대 소녀들과 여성들은 여성 지도자의 유산을 함께 기린다. 

그들은 실제 활동과 역할극, 지역사회 탐구 그리고 일주일 간의 합숙을 통해 그들 

자신에게 있는 지도력을 발견한다. 더불어 특별히 선정된 포스터, 도서, 게임, 

CD-Rom 그리고 기타 자료들로 여러 문화권의 과거와 현재 여성 지도자들을 찾고 

기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Discovery"의 파트너들은 이러한 전통을 발견해서 쌓

아 나가며 지도력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본다. 

● 소녀들을 지역 사회의 자원으로 키운다

“Discovery"의 중요한 특징은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지역 사회의 자원이자 

공공의 이익을 이끌 사람, 그들 나름의 지도자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소녀들과 여

성들은 지역 사회의 현안들을 찾아 설득 방법과 조직 활동을 통해 반응을 이끌어낸

다. 벽의 낙서를 없애는 일에서부터 위험한 길에 일단 정지 신호를 세우는 것, 약

물과 폭력의 위험에 대해 지역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Discovery"는 소녀들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능력과 책임을 탐색하게 한다.  

● 결과

<Girls Inc.> 회원들은 "Discovery"의 원칙들이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평생 지속될 

기술과 자신감을 키워주어 변화를 이끌 수 있게 도와주리라 믿는다. 프로그램이 시

작된 이래로 수백명의 소녀들이 성인 여성 파트너들과 공동 작업 방식으로 지역사

회 활동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시행하며 지도력을 발휘해왔다. 이들 활동 프로젝

트들은 지역사회에 오랜 효력을 보이는 이익을 가져왔고 함께 일한 소녀들과 여성

들에게는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역량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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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irls Inc. Project BOLD 당당해지기 프로젝트 

● 소녀들이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Girls Inc.>는 소녀들의 삶에 차지하는 폭력의 비중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1997년의 한 설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30퍼센트가 학교 연령층의 아동들이 대하

는 가장 큰 관심사는 폭력과 범죄라고 답했다. 소녀들에 대한 폭력은 특히 아는 사

람에게서 행해질 때 무시되며, 오히려 소녀들이 비난 받게 되는 일이 많다. 많은 

소녀들이 그들 지역사회 근방(거리 폭력- 갈만한 안전한 곳이 없고 이웃들은 아이

들을 보호해 주기 보다는 두려워한다)에서, 집(가정 폭력) 그리고 학교(따돌림, 괴

롭힘, 성희롱, 언어 및 신체적 싸움)에서 폭력을 접하고 있다.

소녀들의 삶에 있어서 폭력은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의 복합체이

다. 각 성장 단계마다 새로운 위협과 압력이 나타난다. 폭력과 연령, 성별 간의 복

잡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Project BOLD 당당해지기 프로젝트”를 만들었

다. 실제 연구에 근거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린 소녀들과 10대 소녀들이 폭력

을 피하고,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Project BOLD>의 지도 원칙

- 어린 소녀들과 10대 소녀들은 더 안전한 삶을 살고 과거의 학대를 극복할 수 있

는 기술과 요령, 태도를 익힐 수 있다. 

- 폭력 방지 전략을 가르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단계적인 접근과 

장기적인 노력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 폭력이 어떻게 소녀들에게 영향을 주나

폭력을 경험한 소녀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있다.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 받은 소녀들은 그렇지 않은 소녀들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증, 저하된 자신감 등의 증세를 겪고 약물을 남용할 위험성이 크다.  

● 프로그램의 구성

“Project BOLD”는 장차 성장 단계에 따른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

미 완결되어 진행 중인 “Action for Safety”는 9세에서 11세에 이르는 소녀들을 위

한 폭력 방지 프로그램으로 <반폭력 교육 센터>와 협동으로 개발되었다. 2000년 

말 까지 오마하 주의 <Girls Inc.>는 “Kids Ability!” 커리큘럼을 다듬어 6세에서 8

세 소녀들을 위한 아동 학대 방지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이다. “Taking Action”이라

는 이름으로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세 번째 프로그램은 12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소녀들이 그들 삶에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5

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십대 소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을 위한 구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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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결과

평가를 의뢰 받은 웨슬리 대학의 Fern Marx는 "Action for Safety" 프로그램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관찰자 겸 평가자로써 특히, 나는 소녀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개인의 안전에 관한 상황 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깜짝 놀랐다.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

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이 커리큘럼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소녀들에게 자기들

의 말을 들어주고 또 진지하게 대해준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 되었다."  

7. Girls Inc. Sporting Chance 스포츠 함께하기

여성 운동 선수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소녀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소

년들이 슬램덩크를 하거나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 그들은 

구경만 하면서 성공을 가져올 기술을 익히거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기를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Girls Inc.>는 스포츠를 소녀들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

표를 세웠으며 소녀들이 스포츠에 일찍부터 참여함으로 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믿

는다. 전문가에 따르면 열 살이 될 때까지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녀가 25세

에 이를 때까지 운동에 소질을 보일 확률은 10%에 불과하다. "Sporting Chance"

는 소녀들에게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주고 운동의 기본 동작들과 스포츠 기술을 가

르치며 몸의 조정력, 지구력, 근력을 키워준다. 스포츠와 관련된 직종을 고려해 보

고, 성공한 체육인들, 스포츠계의 여성에 관한 역사를 배울 기회를 준다. 

● Peer Coaches 동료 코치

“Sporting Chance"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좀 더 많은 소녀들과 십대 소녀들은 지도

력을 키우고 성인 코치들을 도우면서 동료 코치의 경력을 쌓는다. 

- Steppingstones(6세~8세)

  “Steppingstones 디딤돌 프로그램"은 소녀들에게 점프, 도약, 비틀기, 구부리기

와 균형잡기를 다양한 줄넘기, 공, 스쿠터, 방망이, 볼링 핀, 그물, 훌라후프, 주

걱 등 스포츠 및 운동 관련 기구들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동작 반복 훈련이다. 

소녀들은 더욱 자신감 있고 숙달된 동작으로 움직이게 되며 자세가 잡힌 신체 

활동을 보인다. 그들은 운동과 건강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우며 스포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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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와 여성들에게 적합한 활동임을 알게 된다. “Steppingstones"에서 익힌 운

동 요령은 장차 다양한 종류의 게임, 스포츠, 댄스와 체력 운동의 움직임으로 

적용될 수 있다.

- Bridges(9세~11세)

  “Bridges 다리 놓기"는 "Steppingstones"가 끝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소녀

들의 반복 동작 훈련을 강화하면서 팀 스포츠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소녀들은 

4가지 스포츠의 기술과 전술들을 익힌다. 즉, 야구 (던지기, 받기, 방망이로 

치기), 축구(차기, 민첩성), 테니스(치기, 개별 능력). 소녀들은 공격, 수비, 팀

워크 등의 개념들을 배우고 게임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 네 가지 스포츠의 구체적인 기술들은 다른 여러 운동들에 적용될 수 있으

며 생애 내내 스포츠에 참여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 결과

“Steppingstones"의 4가지 기술(뛰기, 언더핸드로 던지기, 받기, 차기)에 관한 실제 

테스트 결과 프로그램을 마친 소녀의 92퍼센트가 기술 향상을 보였다. “Bridges"의 

실제 테스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녀들의 91%가 기술 향상을 보였다. 95%의 

소녀들이 기회가 있다면 레크리에이션이나 학교 대항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대답

했다.   

8. Girls Inc. Economic Literacy 경제학 이해하기 

  

이르게는 6세의 소녀부터 돈 관리 및 투자 등을 포함한 기본 재정 개념들을 배우

기 시작한다. 소녀들은 돈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족하기 위한 기술을 갖추는 데 돈이 왜 필요

한지에 대해 알게 된다. 

● She's on the Money

“She's on the Money 그녀는 돈에 대해 안다"는 경제에 공헌하기 위해 그리고 그

들의 재정적인 미래에 대해 강하고 영리하며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술

과 자신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소녀들은 어떻게 예산을 짜고, 저축하고, 정보에 

의거해 투자를 하며, 재정에 대해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소녀들에게 동일한 일에 대한 동등한 보수, 육아, 복지 등 여

성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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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Literacy for Girls

미디어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날 삶의 기본 요소가 되었지만 돈은 우리의 

기본 욕구를 채워주는 더 중요한 요소이다. 통계학은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소녀들

의 대다수가 성인이 되어서 노동인구에 종사하며 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다수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일 할 것이며 또 다른 다수가 스스로의 수입을 위해 일할 것이

다. 그럼에도 <Girls Inc.>와 <Louis Harris&Associates>에서 벌인 최근 조사에 의

하면 소녀들이나 소년들은 모두 재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책임감과 노동이 필요

함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소녀들은 돈을 관리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훨씬 더 부족

하다. 

기본 경제개념을 활용하여 돈을 저축하고, 나누고, 버는 것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

리는 것, 즉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은 기술이다. 읽기나 쓰기와 마찬가지로 돈 개념

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미래 성공의 열쇠가 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부유한 집에서 났건 간에 장차 그녀의 재정적인 복지 여하는 그녀 자신에게 달려있

기 때문이다. 

● 파트너들

우리의 재정 지원자들 말고도 우리는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재정 교육을 위한 기부단체>, <Stock Market Game 주식시장 게임> 등

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은 

고등학교 계획 커리큘럼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Stock Market Game>를 

통해서는 소녀들이 가상으로 주식 투자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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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ower Camp National』(캐나다) 

http://powercampnational.ca

기관 소개

●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는 소녀들과 10대 여성들

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고취, 촉진, 지원하는 

것이다. 

● 우리의 임무 

우리는 소녀들과 10대 여성들이 겪는 

경험적 현실의 문제들을 일깨우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채용한다. 전국 네트워크

와 POWER 캠프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우리 프로그램은 십대 여성과 지역 사회에 

자기 역량 강화, 자기 옹호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증진시키는 교육 모델에 참

여토록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향해 변형적 변화

transformational change가 일어나도록 촉진한다. 

- 소녀들과 10대 여성들에 대한 폭력 근절 

- 인종, 민족, 계층, 성, 성정체성 및 능력에 대해 중복-연관되는 성차별적 장애

의 감소 

프로그램 소개

 

<POWER Camp National>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여성만을 위한gender-specific 

공간의 기초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이 일

을 추진한다. 

1. Grassroots Programming

우리는 소녀들과 10대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고 이에 관심 갖는 

단체로 일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보급하며 지속적으로 대중적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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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을 한다. 

2. Sharing the POWER Camp Approach 파워캠프 접근법 공유하기

캐나다 전역 지역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파워캠프 접근법을 조직, 개인, 10대 여

성들과 공유한다. 우리의 모델을 차용하거나 비슷한 시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POWER Camp Model & Project Tools", 전국 네트워크의 지원과 훈련 기회를 제

공한다. 

3. The National Network 전국 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는 10대 여성들과 함께 일하거나 그녀들을 위해 일하는 공식·비공식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사회들이 전문성, 새로운 지식, 기술

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긴 한 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Building Bridges 가교 만들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일에는 협력과 아웃리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서

로 다른 분야들 간에 다리를 놓아 새로운 프로젝트와 지속 가능한 자발성이 들어설 

공간을 만들어 낸다.

● Girls Club 

10대 여성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 - 사라 맹글 총무의 글 Making Space for Girls 

by Sarah Mangle, Facilitator “Girls Club"

“Girls Club은 공간을 만드는 단체이다. 함께 먹고, 함께 돌아다니고, 큰 의문들을 

표출하고, 예전에는 터부시 되었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공간을 만드

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춤추고, 멋진 옷을 차려 입고, 재미있게 노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억지로 나올 것을 강요하지 않는 공간, 그저 자기 맘에 맞으면 

나올 수 있는 공간. 소녀들은 원할 때면 언제고 여기에 올 수 있다. (중략) 

<POWER Camp>는 특히 소녀들이 온갖 종류의 폭력을 대하고 있는 시내 중심부

의 학교 주변과 관계를 맺어왔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소녀 대다수가 집, 학교 

운동장, 교실에서 힘들거나 때로는 폭발적이기까지 한 상황들을 대한다. 많은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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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 만한 자신만의 장소가 없다. Girls Club은 

그들만의 장소를 제공한다. 이것이 소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참여 원인이 된다. 

소녀들은 용기,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호기심의 이야기들을 나눈다. 그들은 댄

스, 연극, 보석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바디 페인팅, 책 만들기, 사진 찍기와 같은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AIDS, 성교육, 대화 및 의사결정 방법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워크숍에 참가하기도 한다. 

총무로써 나 역시 그 공간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도전을 받는다. 소녀들과 함께 우

리는 우리의 전제 조건들에 대항하고, 장애들을 무너뜨리고, 변화를 위한 활동 전

략을 탐구한다. (후략)"

● National Network 전국 네트워크 

10대 소녀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National 

Network는 서로 연락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경험을 나누고 자원을 공유하는 기

회를 준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서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자원, 기술, 전문성과 새로운 지식을 지역 사회들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 소녀들과 10대 여성들이 접하는 이슈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 이슈들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 

- 지역 자발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Membership 멤버 자격

National Network의 멤버로써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네트워크에 관계된 개인, 

단체, 조직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멤버들의 임무는 

- <POWER Camp National>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 반인종주의적이며, 여성주의적이고, 동성애에 긍정적이며, 능력에 대해 관대

하고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진할 수 있어

야 한다.

● Annual Retreat 합숙 

매년 <POWER Camp National>은 전국 네트워크 협력 멤버들을 위해 합숙 회의를 

주관한다. 개인 참가자들과 지역 단체들이 만나고 토론하고 배움을 나누는 모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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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ing Opportunity 교육기회 

가까운 장래에 <POWER Camp National>은 어떤 사람의 필요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역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 Power Camp 접근법을 적용하는 법 :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과 도구들 

- 수용능력을 키우는 법 : 조직하는 방법과 지역 자발성을 유지하는 법 등을 포

함할 예정이다. 

● Building Brides 

POWER Camp 프로그램들과 <POWER Camp National>의 지속 및 지원을 위해서

는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과 파트너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

로 한 활동과 프로그램에는 관계를 만들고 각자의 부문을 넘어서는 가교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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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venant House』(미국) 

http://covenanthouse.org

기관 소개

<Covenant House>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사설 아동 

보호 단체로 집 없는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에게 쉼

터와 도움을 제공한다. 음식, 잠자리, 의복을 제공하

고 위기에 대처해주며 집 없는 청소년의 건강, 교육, 

직업 훈련, 약물 남용 치료, 예방 프로그램, 법률 서

비스, 레크리에이션, 모자(母子)프로그램, 과도기 생

활 프로그램, 거리 아웃리치 서비스와 사후 보호를 

마련해 두고 있다. 

<Covenant House>는 1972년 New York에서 시작하여 미국 Anchorage, Atlanta, 

Atlantic City, Detroit, Fort Lauderdale, Houston, Los Angeles, Newark, New 

Orleans, Oakland, Orlando, Philadelphia, St. Louis, Washington D.C. 등지와 미

국 외 Toronto, Vancouver, Guatemala와 Nicaragua 등지로 넓혀갔다.)  

프로그램 소개

1. Nineline Hotline

아동과 부모들은 하루 중 아무 때나 무료 번호 1-800-999-9999를 돌려 비 이 

유지되는 즉각적인 위기 중재crisis intervention를 받을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Nineline의 훈련된 담당자들은 63,000건이 넘는 위기 호출을 받았다. 우리 직원들

과 자원 봉사자들은 연인과의 결별, 부모․학교․친구와의 문제, 부모의 걱정,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건강 문제, 신체적인 학대, 노숙, 자살 등 다양한 종류의 위기 상황

에 대해서 하루 200건에 가까운 통화를 나눈다.

모든 통화자에게 도움과 지원, 위기 조치가 즉각적으로 제공된다. 우리는 통화자를 

대신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망에 속한 26,000개 지역 에이전시들과 전화 회

의를 주선할 수 있다. 지역 쉼터와의 연락은 거리에 나서게 된 아동에게 음식,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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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에서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성장의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아동에게는 들어주는 사람의 지원과 조언이 도움이 된다. 

Nineline에 전화를 건 학대 받는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과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 아동들은 Nineline에 대해서 친구, 학교, 교회, 지역사회 단체, 잡지와 

공공 방송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저 전화 한 통화에 어느 날, 어느 시간이든 

Nineline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잘 홍보되어 있다. 

2. 위기 센터 

<Covenant House>는 항시 열려 있다. 연중 매일, 24시간 동안 갈 곳이 없는 아이

들을 위기 센터에 받아들인다. 이들은 학대를 피해 나온 가출 청소년이거나 가정에

서 내몰린 기아들, 거리 생활로 흘러나와 절망에 빠지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다. 

우리는 방이 없다거나 나중에 다시 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따뜻

한 식사와 샤워, 깨끗한 옷과 잠자리를 제공한다.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면 즉시 제

공한다. 

우리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일을 끝내지 않는다. 우리 카운슬러들은 아이

들과 함께 다음 일을 의논한다. 최우선 순위는 부모나 친척들과 재결합을 시도해 

보는 일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대부분이 그런 경우이지만-우리는 각자의 필

요에 따른 계획을 세운다. 어떤 아이는 약물 중독 치료 센터에 소개해 줘야 할지 

모른다. 다른 아이는 의욕이 있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Right of Passage" 같은 

우리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이들이 채용되거

나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여러 기관들과 협조하여 <Covenant House> 밖의 집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에는 위탁 가정의 보호에 맡긴다. 

임신을 하거나 아기가 딸린 십대 여성은 우리의 전문화된 "Mother/Child Unit 모자 

거주 구역"에 머물러야 할지 모른다. 만성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 질환이 있는 청소

년을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준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위기 센터에 2주간 

머무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까지 머물기도 한다. 머무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는 신체검사와 건강관리, 목회자 상담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겁을 먹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늘 도울 채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리에서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을 신뢰할 능력을 잃

어버린 아이들에게 첫걸음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어떤 청소년도 거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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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utreach 가두 구제 활동 

우리는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다. <Covenant House>의 가두 

구제 활동 담당자들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차나 자전거를 타고, 또는 도보로 아

이들이 다니는 거리를 순시한다. 음식과 함께 희망을 건네면서 우리 카운슬러들과 

자원 봉사자들은 길거리나, 혹은 그들이 허락한다면 밴 안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

눈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거기 있고 누구를 판단하려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거리에서 벗어나도

록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해도 된다. 우리는 명함을 건네어 그들이 준

비가 될 때 전화할 수 있도록 일러둔다. 

간혹 어떤 청소년은 첫 번째 만남에서 바로 밴에 올라와 우리와 함께 위기 센터로 

들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는 우리 카운슬러가 아이의 신뢰를 얻기까지 여러 밤

을 대화해야 한다. 그들은 최소한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

고 있는 것이다. 

4.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는 우리 카운슬러들과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아이들의 이웃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센터의 목적은 아이들이 거리에 나서기 

전에 그들과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센터는 가정이 와해되기 전에 아이들의 가정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중재하고 카운슬링을 제공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제들을 가사화 하여 랩뮤직 

세션을 열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시내 중심가 거주지에는 청소년들이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 가난, 부족한 교육, 

10대 임신, 구직난, 결손 가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 <Covenant House>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 할지라도 곤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갈 장소가 되어

준다. 

5. 모자(母子) 프로그램 

그들은 주로 학대하는 부모의 전형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도 같은 행

태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도움 없이는 깨지지 않는다. <Covenant 

House>에 오는 십대 엄마들은 대개 집에서 쫓겨나 겁에 질리고 당황한 채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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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경우가 많다. 

<Covenant House>의 담당자들과 자원 봉사자들은 그들과 긴 한 관계를 맺고 일

하면서 그들이 배워야 하는 엄마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들이 아기를 돌보는 법을 

배울 때까지 안정적인 장소를 마련해 준다. 그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필요하다면 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준다. 

엄마와 아기가 키워가는 사랑과 결속을 대하면 <Covenant House> 가족은 특별한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어린 엄마가 우리를 떠날 때가 되면 우리는 두 사람에게 새

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음을 알게 된다. 

6. 의료 서비스 

<Covenant House> 거주자들은 누구나 위기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종합 검진을 받

는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것은 몇 년 만에 처음 받는 검진이다. <Covenant 

House>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내과 보조사들과 기타 건강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의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무슨 증세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해시키면서 청소년들과 대화할 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 약물 남용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내쫓길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가출

한 아동들도 거리의 괴로움을 달랠 유일한 방편으로 약을 사용한다. 몇 곳의 

<Covenant House>에서는 각 지역 아이들의 필요에 맞춰진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는 집 없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잊고 거리에서 

잠들기 위해 접착제류를 들이마신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는 7살 먹은 접착제 

중독증의 아이를 받아들인 적도 있었다. <Covenant House>는 접착제류가 아이들

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물 

프로그램에 있는 아동들이 주로 십대이다. 그들이 선택하는 마약 종류는 천차만별

이다. 

마약 남용은 신체적인 중독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화학 물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

다. 그들에게 마약, 술과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그

들에게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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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회자 상담 

모든 지역의 <Covenant House>에는 목회자와 교회, 기도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

어서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하느님과 만나게 한다. 우리 목회자들은 신이 

그들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려 한다.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그들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시키려 한다. 

9. 공공 교육 

각 지역 <Covenant House>가 벌이는 지원 노력 외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 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들을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배포하고 있

다. 이 간행물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집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 품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열망하는 것들에 대

해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Covenant House>는 또한 자녀가 가출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부모들에게 어

떻게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 문제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인쇄물들을 발간하고 있다. 

<Covenant House>의 대표는 기부자들을 만나고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등

지의 현장을 다닐 때마다 다양한 단체들에게 거리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Covenant House>의 책자 및 인쇄물을 배포한

다. 작년 한 해 동안 Mary Rose 수녀님은 이와 관련해 25회가 넘는 주요한 발표

를 했다. 

가끔 공공 교육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December Candlelight Vigil 12월 촛불 

철야 대회"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 <Covenant House> 분

소들의 주최 하에 벌어지기도 한다. 이 철야 대회는 집 없는 청소년들이 처한 곤경

과 위험에 대해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Covenant House> 분소들은 또 사회사업 종사자들, 청소년 자신들

의 관심사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한다.   

10. Rights of Passage 성인이 될 권리

아이들은 이미 거리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기술을 배운 것은 아니다. <Covenant House>의 <Rights of Passage>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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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은 청소년들(18~20세)에게 이러한 부분의 부족함을 메워준다. 머물 곳을 

찾고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 

ROP는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더 받을 기회,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래성이 보장되는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준다. ROP는 청소년 각자의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맞춰질 수 있는 과도기 거주 프로그램 Transitional Residence 

Program이다. 이미 어느 정도 독립할 능력이 된 청소년에게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 

3, 4개월 동안 충전할 시간이 주어진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감을 찾고 독립할 만한 

기술을 갖출 때까지 18개월 이상 머물기도 한다. 

ROP의 관심사는 청소년들이 직장을 찾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한 

독립은 그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기에. ROP의 직업 프로

그램에는 온갖 종류의 일거리가 다 들어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주로 초보적인 

직종에 채용한 고용자들과 긴 하게 협조하며 그들이 경험을 쌓아나가 기술을 업그

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체

제에 들어가고, 어떻게 주어진 현실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또 어떻게 "직

업"의 세계에 적응하는지를 깨우친다. 

직업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삶의 일부일 뿐이다. "Life Skills생활 요령"에서는 

ROP 거주자들이 예산을 짜는 법, 시간을 관리하는 법, 직장을 유지하는 법, 아파

트를 구하는 법, 쇼핑하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법들을 배운다. 그들이 독립해 살 곳

으로 옮기기 위한 전환기에 필요한 기술들이다. 

멘토Mentor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애에 있어 좋은 성인 역할 모델을 가져

보지 못한 까닭에 ROP의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ROP 거주자에게는 주로 직장 내

의, 혹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원 선도자가 있어서 청소년과 일대 일의 관계를 

맺는다. 대개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친절한 어른이 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청소년이 ROP를 수료한 뒤에도 이러한 관계가 여러 해 동

안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늠해 주는 잣대이기도 하다.  

11. 젊은 성인을 위한 과도기 생활 프로그램 개발하기 

ROP 프로그램은 초보적인 직장과 함께 보다 나은 미래, 보수교육, 거처, 의료, 직

장의 조언자,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장이 없는 청소년들의 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서 살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우리는 ROP를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친 감과 돌봄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상담자들을 통해 육성되고 관리자

들에게 지도를 받으며 멘토Mentor들에게 정을 느낀다. 만일 청소년이 예전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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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인간관계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행동 배경

이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 결과를 들여다보게 하는 방법을 쓴다. 우리는 그들

에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것을 주문한다. 오늘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내일 그 직

업은 더 이상 없을 거라든지, 오늘 저축을 해 두지 않으면 다음 달 아파트 월세가 

남지 않게 된다든지, 오늘 수업을 빼먹으면 4년 뒤에 학위를 받지 못하게 된다든

지. 우리는 그들이 미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성적으로 계획을 짜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계획을 차근차근 따르는 것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함을 주지

시킨다. (물론 그들은 이따금씩 실패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도전해 볼 용기를 

북돋아준다. 

청소년을 거리의 생활로부터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성인 생활로 이끌어 내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스탭들에게 도전이었다. 우리는 통계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재검

토하고, 성공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 아이디어 개발과 회의를 거듭하여 ROP 

프로그램의 일부로 만들어내는 일에 숱한 시간을 들였다. 우리 계획 중 어떤 것은 

처음부터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아 수정

이 필요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를 극한까지 몰고 가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때마

다 잘 적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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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lternative for girls』(미국) 

www.alternativesforgirls.org

기관 소개

AFG는 미국 디트로이트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

사회 기반의 비영리 사립 단체이다. 1987년 이

래로 이 빈곤한 지역의 소녀들과 10대 여성들

에게 직업 안내, 교육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AFG 스탭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목표는 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다. 

프로그램 소개 

1. 예방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은 수많은 위험 요인을 대하고 있는 디트로이트 남서부 지역의 5~18

세에 이르는 소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 미성년 임신, 갱단 가입, 학교 무단결석을 줄인다.

● 스스로를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 새로운 경험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 긍정적인 동료집단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다.

● 가정들을 강화시킨다.

● 긍정적인 역할 모델들과의 관계를 주선한다.

● 의사 결정 방법과 지도력을 키워준다.

● 교육에 대한 열의를 증진시킨다.

● 장기적인 직업 목표를 세우게 한다.

● 사회적 책임감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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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회계연도에 156명의 소녀가 Girls' Club에 참여했고 80개 가정이 아웃리치의 

도움을 받았다. 예방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부분 소녀들의 장기적인 참여를 요구하

고 있다. 2001년도에 AFG 프로그램에 있었던 소녀의 반 이상이 4년 이상 참여하

고 있다. 

2. Crisis Shelter /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Program 

   피난처 / 독생활을 위한 과도 프로그램 

TIL은 위험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노숙생활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 집 없는 청소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 위기 상황에 중재를 한다.

●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강조한다.

● 독립생활 요령을 개발한다.

● 재정적 책임감을 가르친다. 

● 건강한 삶을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 튼튼한 가정의 기초를 세워준다.

●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자신감과 역량, 독립을 키워준다.

● 건강한 인간관계를 돕는다. 

●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한다.

2001 회계연도 동안, 24시간 운영되는 위기 전화에 1,017건의 간헐적인 단발의 

위기 상황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171명의 소녀들과 10대 여성들이 피난처와 TIL의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3010 건의 위기 피난처 이용이 있었다. 

3. 거리 아웃리치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가장 만나기 어려운 지역의 성매매와 약물 중독에 관련

되고, 또 위험 요인이 대단히 많은 십대 및 성인 여성들을 찾아가기 위한 프로그램

이다. 그들에게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긍정적인 선택을 가져다주기 위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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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요인이 높은 활동을 줄이도록 중재한다.

● 삶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안전한 대안들을 교육한다.

● 위험 요인이 많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 긍정적인 지도력을 길러준다.

●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한다.

● 자원과 기회들에 대한 통로를 열어준다.

●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 나선다.

● 어떤 개인이든 그 가치를 귀중하게 받아들인다.

● 긍정적인 동료관계를 형성한다.

● 긍정적인 대안들을 제시한다.

●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양시킨다.

2001 회계연도 동안 동료 교육자들은 354.25시간의 거리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1,278명의 10대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68회의 워크숍에서 522명, 19회의 

기타 활동에서 182명의 10대 여성을 만났다. <Safe Choice Project 안전한 선택 

프로젝트>는 491.5시간 동안의 아웃리치 활동으로 2,466건의 만남을 이루었고 18

회의 피해 축소 워크숍, 기타 행사 중에 85건의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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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ffice of Women New South Wales

Premier’s Department』(호주)

www.women.nsw.gov.au

기관 소개

<The Office of Women>은 호주 뉴우 사우스 웨일즈 New South Wales 주지사 

사무실 내의 조직이다. 2004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New South Wales의 여성들

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략, 정책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프로그램 소개

1. Lucy Mentoring Program (“Lucy") 

New South Wales 주 정부는 사설 및 공공 분야의 중급 

이상 관리직과 중역 경영진에 채용되는 여성의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SW 주지사 부(部)의 

여성담당 사무실은 사설 및 공공 분야의 개인 및 단체들

과 협력하여 이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재정학, 경제학과 회

계학 분야의 여성 학위 소지자가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

는 숫자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어떤 조

직에서든 업무 환경과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취직을 

하고 단계를 밟아 승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 목표

10대 여성에게 사설 및 공공 분야에 취직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가 상존함을 

깨우치고 고무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이 목적은 학생들과 전

문직종에 종사하는 멘토Mentor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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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몇 주간 동안, Mentor선도자들과 Mentee피선도자들은 작은 업무 관련 프로젝트에

서 함께 일하는 한편 프로그램 내의 다른 참가자들과 만나 서로 배우는 더 큰 그룹 

세션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 소개 세션Introductory Information 

Session과 이어서 선도자의 직장에서 각 "멘토-멘티"의 프로젝트에 합당하게 계획

된 총 35시간의 실제 업무 활동 Work Based Activity이 포함된다. 마지막 세션에

서는 그 동안의 과정이 검토되고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가 함께하는 보고회의

De-brief 가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지침이 설명된 "멘토-멘티 도구 모음 Mentor-Mentee Kit>이 제공될 예정이다. 

 

 

2. Girl Savvy

  

● 목표

10대 여성에게 일반 비즈니스와 비전통적인 

직종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 선택이 

가능함을 알리고 고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 동시에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루

는 것과 직업에 만족하는 것이 개인에게 얼마

나 보탬이 되는 일인가를 고려해 보도록 한다. 

10대 여성에게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의 이점과 그런 독립이 삶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Girl Savvy는 NSW 전역에 걸쳐 14에서 18세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열리

는 워크숍을 주관하는 프로젝트명이다.) 

● 워크숍

Girl Savvy 참가자들은 지역의 직장 및 전문직 여성 멘토Mentor들과 일련의 창의적

인 활동을 벌인다. 워크숍은 학교 환경을 떠나 비즈니스 회의 분위기가 있는 장소

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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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Young Women's Empowerment Project』(미국)

www.youarepriceless.org

기관 소개

우리의 임무는 성매매에 관련된 10대 여

성들에게 안전하고 존중되며 판단하지 않

는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의 목표와 꿈, 

욕구를 찾고 개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우리에게는 사적인 것이다. 우리 자

신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프로그램 소개

1. Girls in Charge 주도권을 잡은 소녀들 

<Girls in Charge>는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지도력 개발 및 사회 정의를 위한 회

의이다. 이 회의에는 이전에 성매매에 종사한 적이 있거나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

는 소녀들과 10대 여성들 중에 YWEP의 목표와 성공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가한다. 소녀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평가하는 계획 단계에서부

터 수시로 참여한다. 우리는 소녀들의 기여를 높이 사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20불

의 급여를 지불한다. 

그간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녀들의 지도력 개발의 성과는 훌륭했다. 이제는 프로

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소녀들과 10대 여성들에 대해 그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또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여를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2. Peer Education and Outreach 동료집단 교육/ 아웃리치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이전에 종사했던 소녀들과 10대 여성들로 하

여금 다른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피해 축소harm reduction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도



Appendix 91

록 가르친다. 성과 생식 계통 건강, 거리의 법칙, 약물을 사용하거나 성매매에 매

우 활동적인 소녀들을 위한 건강 및 안전 대책 등의 주제로 경험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개발한 교육 코스를 12번의 세션을 통해 가르친다. 훈련을 수료한 소녀들은 

그들 자신이 세운 아웃리치 활동 계획에 따라 피해 축소를 지원하고, 정보 자료나 

콘돔과 같은 건강 물품들을 성매매에 종사하는 소녀들에게 전달해 줄 자격을 갖게 

된다. YWEP 아웃리치에서 일하는 소녀들은 각자 일한 시간을 수첩에 기입하고 현

재 진행 중인 지원 물품을 수령한다. 소녀들은 훈련 시간에 참여한 것에 대해 2시

간 30분당 25불의 장려금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씩 일한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해 

같은 액수를 지급 받는다.   

3. Open Time 개방 시간 

 

매주 목요일 4시부터 7시까지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소녀들과 10대 여성(12~23세)

들을 위한 개방 시간이다. 그들은 우리 장소에 와서 비 이 보장되는 무료 콘돔 등 

피해 축소 물품들을 받고, YWEP에 대해 듣고,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음악 CD를 굽

고, 학교 자료를 받고,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를 보고, 낮잠을 자고, 책을 빌리고, 

프로젝트 내의 다른 소녀들과 대화하고, 기술과 생각을 나누고, 음식을 만들거나 

뭐든 원하는 것을 한다. 

4. 대중교육과 기술 향상 워크숍 

대중교육은 그저 사람들을 워크숍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수

십 년간 활동가들은 대중 교육을 그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으로 이용해왔다. 즉, 교

육하는 동시에 배우는 입장에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어째서 이러하며 누가 이것에서 이익을 보게 되나?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성매매에 관한 10대 여성들과의 우리 워크숍도 마찬가지이다. 미신과 현실에 대한 

것이라든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내 전역의 청소년들과 함

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과정을 자주 갖는다. 즉, 성 매매가 왜 존재하며 소녀

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나? 또 우리는 그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술 향상 워크숍은 우리 프로젝트 내의 소녀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지식과 능력

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소녀들과 10대 

여성들을 위해 일할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단체들과 협력자들에게도 워크숍을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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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hildren of the Night』(미국) 

www.childrenofthenight.org  

기관 소개

<Children of the Night>는 1979년 창설된 사설 비

영리 면세 단체이다. 우리는 음식과 잠자리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11세에서 17세 사이의 아이들을 돕

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1979년부터 수많은 

소녀, 소년들을 매춘과 잔인한 포주들로부터 구출해

왔으며 놀랄만한 성공률을 보여왔다. 전년도에 도운 

아이들을 추적해서 조사하는 우리의 추적 조사 연

감에 따르면, 우리가 도운 아이들의 약 80%가 성

매매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이것은 모두 개인 모금

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프로그램 소개 

1. 아동 매춘의 비극

아동 매춘은 전국적인 규모로 벌어진다. 포주들은 점점 더 교활한 방법으로 매춘에 

종사시킬 아동들을 모집한다. 피해자들을 이 주 저 주로 옮겨 다니게 하고 경찰이 

아동 매춘의 순환 고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외곽에서 일하도록 

하면서 매춘을 유지한다.  

포주들은 아이들을 게임장, 백화점, 극장, 관광 명소나 공연장 같은 곳에서 모집한

다. 포주들은 돈과 명품 옷, 멋진 자동차와 회원 전용 나이트클럽 같은 것을 미끼

로 아이들을 유혹한다. 포주들은 손쉬운 먹이감, 즉 홀로 남고 절망적인 상태로 소

외되어 있는 아이들을 이 도시 저 도시로 찾아다닌다. 아이를 고향에서 멀리 떨어

진 타지의 도시에 옮겨놓으면 어렵지 않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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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매춘은 아무도 인정하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감추려고만 하는 거대

하고 파괴적인 문제이다. 매춘 아동들은 부모들에게서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 제도에서도 버려진 셈이다. 

매춘 아동들은 대개 이른 나이에 근친상간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다. 

아무런 중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청소년기에 자기가 믿고 있던 보호자의 무시

무시한 성 착취를 피해서 거리로 나오게 된다.  

성적으로 학대 받은 아이들은 다른 방식의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 비해 반응의 방식

이 다르다. 그들은 무기력하고 거리의 삶에 필요한 공격성이 없다. 그들은 포주들

의 술수와 그럴듯한 사기에 더 잘 넘어가게 된다. 

2. 밤의 아이들이 나서다

<Children of the Night>는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들을 음식과 잠자리를 위해 매춘

으로 내모는 악덕 포주들을 법정에 기소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참여에는 

경찰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일, 이 힘 있는 범죄자들에 대항해서 장시간 동안 정서

적으로 힘든 법정의 과정을 겪으며 증언하여야 하는 아이들에게 피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아이들과 법정에 동행하거나 때로는 우리 스스로 증언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Children of the Night>의 목표는 성매매를 하는 아동들이 사회 주류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아이가 위탁

가정에 있게 되든, 독립생활을 하게 되든,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학의 기숙

사에 가게 되든, 우리는 그 아이가 개별적인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달성할 것인지를 가르친다. 또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수료 후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많은 아이들이 최적화된 치료를 받기 위해 일년간 머무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다. 13세의 아동은 18세까지 머무는 것이 허락된다. 아동이 만일 위탁가정에 머물

게 되면 우리는 보호관찰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과 협조하여 아이들이 되도록 고

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선한다. 

매춘 아동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머물 곳을 주어 적응에 성공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

요하다. <Children of the Night>는 그들이 어른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 시간

표를 따라잡고 보통의 아이들이 하는 일반적인 활동들을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과 수단, 돌봄을 제공한다. 

<Children of the Night>는 도움을 요구하는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는 자발적인 프

로그램이긴 하지만 우리는 정기적으로 법정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판사들은 아이

들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되면 공소를 다시 살려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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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동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시에는 법정에 

돌려보낼 수 있는 선택이 있다. 

3.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증명해준다

<Children of the Night>에 들어오는 아동은 누구나 각각 개별적인 관리를 받는다.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가능한 한 (욕실이 딸린) 개인 방을 배정 받고 

깨끗한 옷과 위생 도구들을 수령한다. 각 아동은 한 명의 1차 상담원Caseworker에

게 배속되어 진료와 심리 상담, 학력 평가 및 기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

다. 

거주자들은 관내 학교에 등교하는 등 엄격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따르게 된다. 학

교에서는 그들이 떠날 때에는 나이에 맞는 학년 수준에 이르게 되도록 각자의 필요

에 맞춰진 과정을 공부한다. 상담원Caseworker들의 도움으로 각 아동들은 "인생 

계획"을 짜고 생활 교육 수업을 들으며 스포츠에 참여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한

다. 저녁 워크숍을 통해 공작, 요가, 12스텝 회의, 시작(詩作), AIDS 교육 등 다양

한 것을 배우기도 한다.  

4. 수료자

우리 거주자들은 수료자 모임Alumni Association을 통해 계속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Children of the Night> 가족의 평생회원이 된다. 우리는 약물, 매춘, 거듭되는 임

신, 생활보조금에 의존하는 일 등의 사이클을 깨지 못한 아동들에게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동들은 계속해서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우리 가족으로 한 번 들어온 아동은 평생 동안 우리의 "안전망"에 의지할 수 있다. 

<Children of the Night>의 장기 지원책으로는 

● 직장을 구해주기

● 대학 선택 및 학자금 재정 지도(우리는 그들이 학교를 다니는 한에 있어서 교재

와 필요물품을 사 준다.) 

● 사회보장 번호 등록 및 장애 혜택 취득 돕기

● 위기 중재

● 상담 추천 

● 기타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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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ildren of the Night Home 

우리의 집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11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아이들을 위해 열려 있

다. 우리는 편안한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적당한 살 곳-

위탁 가정, 그룹 홈,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정신 건강 프로그램, 특수 교육 프

로그램, 대학 기숙사 또는 독립생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직장을 가진 경우 등-에 

배치될 때까지는 대략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많은 아동들이 위의 프로그램 중 하

나에서 잠시 치료를 받은 뒤에 독립생활로 복귀하거나 대학으로 들어간다. 다른 아

이들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길게는 일년까지 이 집에 머물게 된

다. 

<Children of the Night>는 매우 엄격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머무는 동

안 매우 바쁘게 활동하게 된다. 스케줄로 짜여진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 주말 스케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디오를 보고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숙제를 할 만한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일요일 오전에는 소프트볼을 하거나 바비큐 점심을 먹고 일

요일 밤에는 영화를 볼 수도 있다. 

● 관내 학교

모든 거주자들은 직장이 생기거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까지 학교에 출

석해야 한다. 학점이 인정되는 <Children of the Night> 학교는 각 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맞출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 고등학교 검정 시

험이나 일반 교육 졸업 자격시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기 

위해 과정을 수료할 수도 있다. 

● 여가 외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LA 지역 내 흥미로운 장소들에 관리자가 딸린 외출이 허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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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he Garden of Hope Foundation』(대만) 

http://www.goh.org.tw 

기관 소개

<Garden of Hope Foundation>은 1988년에 설립

되어 곤경에 처한 소녀들과 10대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 비정부 단체이다. 특히 우리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소녀들, 성 학대와 가정 학대의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아이들의 대다수가 한 

가지 이상의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소개

1. 서비스 네트워크

● 카운슬링 서비스 

“수선화 치료 네트워크Dandelion Treatment Network"는 가정 학대 및 성 학대 피

해자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대만 내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서비스에는 치

료 센터와 24시간 전화 핫라인, 학대 방지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청소년 서비스

십대 여성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재활 기술을 가르치는 사회 복귀 시설을 포함한 

장, 단기적 쉼터들이 있다. 우리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성매매에 종사했던 위험에 처

한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련, 성교육 및 가정 상담 등을 제공한다. 우리의 무

계획 임신 프로그램은 10대 여성들이 장래에 대한 선택을 고심하는 동안 안전하고 

위로가 되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이에는 쉼터, 카운슬링, 법률 도움 등이 포함된다. 

● 여성 및 가정 서비스

가정 폭력의 피해자 또는 학대를 목격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쉼터와 치료 시설이

다. 우리는 또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민 배우자들을 위한 카운슬링, 쉼터, 의료, 

법률적 도움 및 입법 운동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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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공공 교육

<Garden of Hope>는 대만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공공 교육,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법률 

개정을 위한 로비 활동, 정부 정책의 지침 등으로 활용된다.

2. 소녀들

● “대만의 딸" 상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해 상을 수여한다. 과학과 기술, 용기와 모험, 공공 

봉사, 스포츠, 예술과 창작. 수상자들은 공식 시상식에 참석하고 상장 및 부상을 

받으며 다음 해에 있는 학습 여행을 하게 된다. 

● “대만의 딸" 학습 여행 

“대만의 딸"상 수상자들은 수상 다음 해에 학습 여행을 하게 된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수상자들이 홍콩으로 가서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NGO 단체들을 방문했다.

● 소녀들의 일하는 날 

소녀들의 일하는 날은 "대만의 딸들" 축제의 일부이다. 수상자들은 다양한 일터에 

방문하여 그 일의 환경과 그 일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을 한다. 이 방문에는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령 여성 정부 공무원, 변

호사, 경영 컨설턴트, 공장 책임자 등이다. 

● 혼외 임신

우리는 미혼 임신 소녀들과 여성들을 위해 카운슬링, 조언, 사회복귀 시설을 제공

한다. 우리는 미혼모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로가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 예방 

우리들은 안전한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 임신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이다. 양육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리고 재정적으로도 지치게 하는 일이다. 어머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은 교육을 

지속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게 한다. 아기가 시간과 에너지의 너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게 되므로.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98

9.『Paul and Lisa』(미국) 

http://www.paulandlisa.org

기관 소개

<Paul & Lisa Program Inc.>는 Lisa라는 한 여성에게 일어난 비

극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이 성적 착취의 희생자

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리 아웃리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Paul & Lisa Program Inc.>는 

1. 성 착취 희생자들의 건강, 재정, 교육, 법률 그리고 정서적

인 문제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고 도움을 연결해 준다. 

2. 청소년들이 삶의 주도권을 찾고 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역량을 강화해 준다. 

3.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의 성적 착취와 그 결과에 대해 일반 대중, 특히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교육한다. 

4. 개인들과 단체들이 힘겹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을 

고무한다. 을 목표로 활동한다.

프로그램 소개

1. 지역사회 법정을 통한 재활  

1994년에서 1995년 <Paul & Lisa>는 뉴욕 시 Manhattan의 Midtown 지방 법원과 

공동으로 매춘으로 소환된 여성들을 위해 선고 대체 alternate sentence pilot 프로

그램을 시작했다. 오늘날 이 성공적인 프로그램 모델은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십대 

여성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지원 단체 접근법

을 사용한다. 강의, 단체 토론, 휴양 및 워크북 공부를 통해 참가자들은 새로운 생

활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2. 예방 교육

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각 연령 대에 적합하고 

세 한 프로그램이 중등교육 수준, 대학 수준의 학생들과 성인, 지역사회 단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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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가출의 위험성, 성 착취에 있어서 약물의 역할, 지속

적인 가출 행태의 프로필, 그리고 인신 납치 방지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3. 아웃리치 활동

<Paul & Lisa> 직원들은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거리의 아동, 청소년 및 젊은 성인

들과 연락을 유지한다. 그들 대다수는 계속 "주류mainstream" 지원 서비스의 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웃리치 담당자들은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이 아동들, 그리

고 젊은 성인들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중이다. 재활의 기회가 실제로 존재함을 알리

고 그들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친다. 안전 가옥, 건강 진

료 등의 주선이라든지 가능한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들

도 한다. 

4. 직업 교육 

<Paul & Lisa> 스탭진은 그들의 전문 지식, 실용적인 지식 및 네트워킹 능력을 공

유하는데, 주로 젊은 성인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염려하는 전문가 그룹이나 아동

들을 위해 마련된 훈련 커리큘럼을 통해서이다. 이 그룹에는  법 집행 공무원들, 

교육자들, 정신 치료 전문가들, 대민 봉사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동복지사 등이 포

함된다. 이 사회적 자각을 위한 교육에서는 예방과 조기 중재 프로그램들의 필요성

이 강조된다. 

5. RISSK 매거진 

RISSK(Risk, Issues and Safety Strategies for Kids 아동들을 위한 위험 요소, 이

슈 및 안전 전략)은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발행되는 잡지이다. RISSK는 오늘날 

아동들과 청소년들, 젊은 성인들이 접하고 있으며 주로 잘못 알려진 성 착취의 위

험성(아동 매춘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다룬다. 

● 왜 예방 잡지인가?

아동의 안전이 <Paul & Lisa>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이슈이다. 사회의 경각심

과 지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RISSK 매거진을 발행함으로써 오늘날 아

동들에 대한 성 착취의 영향력, 도시와 지방 지역 사회에서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하여 부모, 아동 및 지역 사회와 대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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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Network of Asia Pacific Youth』(아시아)

기관 소개

NAPY는 성적, 생식적 건강과 권리(SRHR)를 포함한 젊은이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

하는 청소년 주도의 네트워크이다. NAPY는 2000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태

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성적 및 생식적 건강과 권리에 관한 아태 청소년 워크숍(the 

Asia Pacific Youth Workshop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에

서 청소년의 문제와 현안을 개선시키는 역내 메커니즘으로써의 역할을 해낸다는 목

적 하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NAPY는 시행이나 감시에 있어 그리고 그 자체로 청소년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베이

징 행동 강령(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 기술된 12가지 주요 문제점들을 최

우선 과제로 간주하는 아태 지역 내의 유일한 청소년 네트워크이다.

NAPY는 젊은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

화적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청소년 현안과 문제에 대한 주장은 여

성의 역량강화와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주장과 일체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로그램 소개

1. 중심 현안 

● 성(gender)평등 

● 의미 있는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의 관점   

● 성적 및 생식적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      

2. 구체적인 우선 쟁점    

● 안전하지 못한 낙태    

● HIV / AIDS         

● 성별과 성지향성에 근거한 차별    

● 성별에 따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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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징+10 아태 NGO 포럼(AP-NGO Forum on Beijing+10) 에서의 NAPY 

“성과를 기념하고 신생 현안에 맞서기(Celebrating Gains, Confronting Emerging   

Issues)”라는 주제 하에 열린 <베이징+10 아태 NGO 포럼>은 베이징 10년 검토과

정을 준비하는 여성 페미니스트들 및 여성 운동가들의 모임이다. 많은 젊은 참가자

들에게 아태 NGO 포럼은 베이징이나 여성 운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실

전 학습이었다. 아주 적극적인 참여, 총회 발표, 워크숍 세션, 강력한 선언 등은 아

태 NGO 포럼에 젊은이들이 기여한 것들 중 일부이다.  

젊은이들의 적극성은 포럼의 선언문을 낭독할 때 가장 잘 드러났다. 선언문에 청소

년의 관점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계속해서 젊은

이들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선언문에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젊은 여성들은 또한 자

신들만의 젊은 여성들의 선언문(Young Women's Declaration)을 무대위로 들고 와 

낭독했다. 이는 젊은이들 간의 토론과 논쟁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협력, 열정, 인

내, 결단력 그리고 헌신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산물이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럼 세션들을 문서화하는 고된 작업에 참여하거나 포럼 사무국

의 일원으로서 일했다. NAPY는 포럼에서 의미 있는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NAPY는 포럼 조직의 책임을 맡았던 소집자들의 

그룹(Conveners' Group)의 일부로서 총회와 병행 워크숍 세션에서 젊은이들을 위

한 자리 마련을 추진했다. 

또한 젊은이들의 회의(Young People's Meeting)와 뒤이은 회의들뿐만 아니라 청소

년 선언(Youth Declaration)의 초안 마련을 돕기도 했다. NAPY는 말레이시아에 기

반을 둔 역내 여성 보건 및 권리를 위한 NGO인 ARROW(Asia-Pacific Resource & 

Research Center for Women)와 함께 젊은이들의 눈을 통해 베이징 바라보기

(Looking at Beijing Through Young People's Eyes) 라는 제목으로 젊은이들의 성

적, 생식적 건강과 권리에 관한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젊은이들

의 의제를 베이징과 관련 문서에 포함시키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결함 젊은이들이 

SRHR 관련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 SRHR의 주

창에 젊은이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할 때 만나는 기회와 도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졌다.               

4. 베이징+10에 관한 고위급 정부간 회의(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Beijing+10)에서의 NAPY 

NAPY는 베이징+10에 관한 고위급 정부간 회의에서 청소년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성명서는 베이징+10에 관한 아태 NGO포럼에서 NAPY가 조직하고 추진한 젊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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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전략 회의에서 탄생했다. 이 성명서는 각 국 정부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하고 있다.

첫째, 권리에 기반하고 성 인지적이며 포용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모든 교육 환

경에서 시행할 것. 

둘째, 성적․생식적 건강이 젊은 여성들의 권리임을 인식함으로써 성, 건강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  

HIV/AIDS와 같은 성병의 예방․치료 및 상담에 대한 정보 제공, 효과적이고 접근 가

능한 여성․청소년 친화적인 생식 보건 서비스의 제공, 낙태 문제를 안전한 것으로 

만들 것. 응급 피임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자신이 결혼을 할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누구와 할지, 아이를 낳을 지 그리고 낳는다면 언제 몇 명을 낳을 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할 것. 

셋째, 보건 부문의 개혁이 여성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 몇몇 국가에서 행해진 연구의 결과가 입증해 주듯이 세계은행과 USAID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진하고 자금을 지원한 보건 부문의 개혁은 사용료와 민간 건강

보험 등 기초 및 생식 보건 서비스 제공 등에 악재로 작용했다. 

넷째, 내연이나 동성간의 혼인이나 파트너십, 그리고 편부모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장할 것.

다섯 번째,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서 젊은 여성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관점을 촉

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와 메커니즘들을 창조 및 지속시키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

마지막으로, CEDAW, ICPD 행동 프로그램 그리고 베이징 행동 강령에 제정된 젊

은 여성들의 권리,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증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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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그룹 훈련을 통한 십대 여성의 

임파워먼트』(미국)

("Knowledge about Life": 

Empowering Adolescent Girls Through Groups)

미셸 리 하이켄 

출처 : 잡지 청소년 활동가들의 목소리Voice Of Youth Advocates 2002년 2월호

하이켄 선생님께,

어제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존경스러운 스승이셨고 크나큰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요. 선생님과 이베트 덕분에 저는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까

지 쓴 시들만 해도 노트 두 권이 넘거든요. 그 동안 글쓰기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

고요. 또 선생님과 함께 한 '소녀들의 클럽'에서 썼던 일기들도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부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물론 선

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뿌듯할 것 같아요. 

선생님께 제가 가장 잘 쓴 시들을 보내드릴 테니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학교에서는 제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곤 하는 인문학 쪽을 교육하는 선생님들 말고는 

별로 친한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 때 우리가 만들었던 '소녀들의 클럽'이 요즘도 그리울 정도로 좋았답니다. 선생님과 

좀더 자주 연락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부탁드려요. 

매릴린 드림

모든 교사들은 이상적인 학생을 떠올리며 꿈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오히려 자신이 가르친 제자로부터 '당신은 내게 가장 

좋은 스승'이었다는 말을 듣거나 학구열을 불태우는 

학생을 볼 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매릴린

이 그러한 제자였다. 내가 매릴린을 처음 만난 것은 

뉴욕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칠 때였는데 

그 때 매릴린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매릴린은 글쓰기와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였고 동급생들이나 교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낼 정도로 사교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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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열성적인 학생이었다. 나는 매

릴린 같은 소녀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십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싶었다. 

여성으로서, 교사로서, 멘토로서, 그리고 젠더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대학원

생으로서 나는 다양한 단체와 회의, 네트워크, 그리고 인턴십 등을 통해 여성들과 

함께 여성들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렇지만 뉴욕에 와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간 사회적으로 그들의 존재감이 얼마나 없다시피 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특

히 여학생들의 경우 사회의 관심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걸스카우트나 기독교 및 

유대교 교회에서 만든 몇몇 단체를 제외하곤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클럽이나 

단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단체들 역시 많은 경우 초등학교나 고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전환기' 정도로 치

부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이다. 

학기를 보내면서 나는 정신분석학자 매리 파이퍼가 『오필리아 살리기: 십대 소녀

들의 자아정체감을 위하여』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여학생들의 말수가 점점 줄

어드는 것을 보았다. 내가 우려하던 바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자신들에게 중요

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녀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나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것이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나는 매주 월요일 90분 동안 이루어지며 여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창작예

술 및 작문 소그룹을 만들었다. 소그룹은 15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그룹 

활동을 통해 수업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학생들과 나 자신의 숨겨진 모습에서 더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하여 이 그룹 활동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룹에서 보낸 시간을 두고두고 그리워하게 되었다.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십대는 힘든 시기이다. 이 때가 인생에 대한 많은 것들을 스

스로 결정지어야 하는 최초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대를 어떻게 보

냈는지에 대해 누구나 저마다의 일화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십대 여성들 역시 

자신들이 성장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

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내가 만든 소그룹 같은 그룹

과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뉴욕의 "여성의 목소리(Voices of Women)"이나 아디

론닥 지역의 "자매와 친구들(Sisters and Friends)" 같은 단체의 경우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뉴

욕 브룩클린의 "자매들로부터 자매들에게(Sista II Sista)" 같은 단체는 건강과 섹슈

얼리티 관련 워크숍을 열어 십대 여성들이 시를 쓰거나 연극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십대 여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삶을 재정의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십대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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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그룹들의 경우 역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

은 학교와 도서관 및 청소년 단체들과 어머니회 등은 독서클럽의 형태로 십대 여성

들의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매리 파이퍼는 『오필리아 살리기』에

서 "십대 여성들이 여성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독서클럽은 십대 여성들이 책에서 읽은 내용과 자신의 삶을 연결 지어 스스로 서사

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게 자신을 투영

함으로써 십대 여성들은 '나만 그렇게 느낄 것'이라는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딸과 엄마가 함께 하는 독서클럽: 그녀들은 어떻게 독서를 통해 가까워졌

는가』라는 가이드북은 이러한 독서클럽들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며 어머니와 딸

들이 함께 하는 독서클럽들의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십대 여성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십대 여성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부터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성 멘토들은 멘티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이해하며 십대 여성

으로서 그들이 지닌 지식과 경험, 감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 주 롤링 베

이(Rolling Bay) 에 위치한 걸즈 포커스 그룹 (The Girls Focus Group)의 경우 십

대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갖도록 하는 교양 프로

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멘토링 그룹은 십대여성들의 발언력, 섹스, 사랑, 마약, 

부모와의 관계, 섹슈얼리티, 남성들과의 관계, 몸 이미지, 갈등, 폭력, 여성사, 종

교, 예술, 정치, 영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십대 여성들은 멘토링 그룹을 통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또래집단과 토론할 뿐만 아니라 먼저 다양한 삶의 경험을 겪

었던 선배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멘토링 관계는 십대 여성들

로 하여금 성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다 잘 겪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십대 여성 그룹 만들어보기

본인이 속해있는 단체나 공동체 내에 십대 여성 그룹을 

만듦으로써 즐거움과 자극을 동시에 느껴보자. 우선 어

떤 성격의 그룹을 만들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창작예

술과 작문을 강조하는 그룹일 것인가, 독서토론 클럽일 

것인가, 멘토링 그룹일 것인가, 아니면 몸 이미지와 자

아정체감을 재구성하는 마라톤 프로그램일 것인가? 만

들고자 하는 그룹의 성격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나면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이다. 그룹의 규모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룹에 참여하는 십대 여성들은 언

제, 몇 번 모여야 할 것인가? 그룹의 첫 구성원들을 모집한 뒤에도 추가 인원을 수

용할 것인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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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그룹이 모이고 활동할 장소도 구상해야 한다. 그룹을 만드는 이가 교사일 

경우 보통은 그녀가 소속된 학교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 사서일 경우에는 공립도

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이 그 장소가 될 것이다. 공립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지역 내 

소모임들을 위한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모임 장소로는 교회나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 지역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

관을 찾을 수 있다. 또는 그룹 구성원들의 집을 돌아가며 회의장소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대강 정해지고 나면 그룹을 만들 지도교사들은 행정기관이나 재단 

등의 지원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계획서를 작

성하면서 십대여성에 대한 각종 통계 및 십대 여성을 위한 그룹을 만들 경우 어떤 

식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룹 운영 시 십대 여성들

이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적었다. 나의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 십대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의식을 갖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

게 한다.  

● 십대 여성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게 한다.

● 십대 여성들이 공동창작활동을 통해 다른 십대 여성과의 소통능력을 익힐 수 있

게 한다.   

● 십대 여성들에게 그들 스스로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 의식을 

심어준다.

◆ 창작예술 및 작문 소그룹 개요  예시 

샘플에 보여 지는 창작예술 및 작문 소그룹은 뉴욕의 한 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룹이다. 1주에 1회 90분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총 12주 프로그램으로 진

행되었다. 구성원들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여학생들로 이루어졌다. 정기모임은 

일기 쓰기, 그룹토론, 찰흙과 물감, 사진, 꼴라쥬 등 표현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

한 예술 창작 등의 활동으로 꾸며졌다. 이 그룹의 목표는 십대 여성으로 하여금 잠

재된 호기심과 창작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 1주차 : 시를 내 것으로 

1. 시작하기 전 : "나 여기 있어요"라는 주제로 각자 소개를 하고 서로의 일기를 

작성하여 읽어주는 시간을 워밍업으로 갖는다. 십대 여성 각자가 저마다 다른 경험

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공통점을 인식하게 하고 함께 목표의식을 갖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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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활동 :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30분 동안 에세이, 단편소설, 

시 등으로 발전시켜본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하는 효과적인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3. 그룹 토론 : 마지막 30분 동안은 각자 쓴 결과물을 가지고 그룹 토론을 진행한

다. 원으로 둘러앉아 그룹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모두가 각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

고 주목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 2주차 : 사진 놀이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워밍업 시간을 갖는다. 그 

뒤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 중 가장 좋았던 일화를 서로에게 들려준다.   

2. 본 활동 :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찍는다. 각자 찍은 사

진을 근거로 짤막한 이야기나 에세이 등의 글을 쓴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이 찍은 사

진이 어떤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그룹 토론 : 각자 찍은 사진 및 그에 대한 글을 서로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3주차 : 상자 싸기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갖기

2. 본 활동 : 3주차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희망 상자 만들기'를 시도한다. 

먼저 자신의 희망 상자가 어떻게 생기면 좋을지 구상한 후 그 모양을 스케치하고, 

그 박스 안에 넣고 싶은 자신의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쓴다. 상자를 만들면

서 십대 여성들은 그림과 공작, 조형물 만들기 및 꼴라쥬와 다양한 재료를 박스에 

채워 넣는 등 여러 미술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그룹 토론 : 각자 자신의 '희망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4주차 : 십대들의 고민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을 가지며 한 주 동안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유한다.

2. 본 활동 : 4주차에는 『Life』잡지에 실린 기사 "십대들의 비 생활"을 함께 읽고 

토론한다. 오늘 날 십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나는 왜 남들과 다른

가? 내 방은 무엇으로 꾸며져 있는가? 나의 미래 희망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주제로 토론한 뒤 각자 10분 동

안 토론 결과에 대한 느낌과 그 결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지 글을 써본다.

3. 그룹 토론 : 마지막 10분 동안 각자 쓴 글을 가지고 논의한다.

● 5주차 : 몸 프로젝트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2. 본 활동 : 5주차에는 단어 나열로 본 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건강'이라는 단어

를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낱말들을 칠판에 적어본다. 그 뒤 구성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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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십대 여성의 건강과 몸에 대한 문제 및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과

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게 되는 생각과 감정들에는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에 사회는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는가? 과연 내적 아름

다움이란 존재하는가? 깃털, 끈, 천 조각, 단추, 그림 등 일상적인 물건들과 다양

한 매체를 꼴라쥬에 활용하여 "우리들의 몸"이라는 메시지를 표현해본다. 그런 다

음 각자가 만든 꼴라쥬에 대하여 모놀로그, 시, 산문, 기도문 등을 작성해본다. 

3. 그룹 토론 : 각자의 꼴라쥬에 대해 토론해본다.

● 6주차 : 네 마음을 보여줘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2. 본 활동 : 6주차에서는 티셔츠를 직접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15분 

정도 종이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티셔츠를 디자인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적어본다. 

그 뒤 티셔츠에 자신이 구상한 내용을 그려본다.

3. 그룹 토론 : 30분 동안 티셔츠에 무엇을 그렸는지 각자 얘기한다.

● 7주차 : 내 마음이 살고 있는 우리 집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2. 본 활동 : 7주차에는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집'에 대해 얘기해본다. 

우리가 자랐던, 혹은 살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살아보고자 하는 집이라는 공간은 

무엇일까.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해본다. 각자 색연필을 가지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집에 대해 그

려본다.

3. 그룹 토론 : 각자 스케치한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8주차 :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2. 본 활동 : 이번 시간에는 요니 아레디아의 『섹스, 남성, 그리고 나: 자신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방법』 중 한 챕터를 읽어본다. 꿈은 우리가 향하는 종착지

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함께 읽은 책의 챕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

무 찰흙을 이용하여 각자가 원하는 미래의 상을 만들어본다. 

3. 그룹 토론 : 서로에게 고무 찰흙 작품을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지 이야기를 나눠본다.

● 9주차 : 잡지 만들기 I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2. 본 활동 : 9주차에는 각자가 자신만의 저널을 기획하여 직접 표지를 디자인하고 

사진, 직접 쓴 시, 또는 우리를 감동시켰던 명문 등을 모아 본문을 만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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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 토론 : 각자의 잡지를 돌려본다. 다음 주 프로그램을 위해 자신이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을 뽑아본다.

● 10주차 : 잡지 만들기 II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2. 본 활동 : 과거에 썼던 글이나 이 소그룹에서 썼던 글들 중 자신이 가장 잘 썼

다고 생각하는 글을 가져온다. 이 글을 지난번 만든 저널에 추가로 삽입하고 내용

을 좀더 발전시켜본다.

3. 그룹 토론 : 완성된 저널을 돌려보고 단체 사진 찍기

● 11주차 : 인생이 들려주는 작은 조언들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2. 본 활동 : 지난주에는 그룹 단체 사진을 찍어보았다. 이번 주에는 이 사진이 들

어갈 액자를 직접 디자인하면서 꼴라쥬나 페인팅 기법을 이용해본다.

3. 그룹 토론 : 각자가 만든 액자를 구경하고 그 액자의 디자인이 각자가 그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 12주차 : 피크닉 

1. 일기 쓰기 : "나 여기 있어요" 시간

2. 본 활동 : 마지막 시간은 특별한 송별회 컨셉트로 마련한다. 공원에서 놀 수 있

도록 간단한 운동 기구 및 도시락 등을 준비한다. 

3. 그룹 토론 : 지난 12주 간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해 각자 이야기해본다.

내가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한 뒤 그것을 검토한 교장과 주임 교사는 나의 이러한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주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나

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이곳저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여학생들을 초대했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규모여야 각자가 충분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크기로 예상하고 인원을 모집했다. 결

과적으로 8명의 여학생들이 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하였으며 그들은 12주차가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에 남아있었다. 학생들의 그룹 활동 참여를 허락 받기 위한 

부모님 동의서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교사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소개를 곁

들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매 주 세션은 90분 동안 예술과 관련한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첫 주에 모든 그룹 구성원들은 12주 동안의 일지를 

적어나갈 수 있는 노트를 받았다. 이 노트에는 매주 "나 여기 있어요"라는 주제의 

짧은 에세이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짧은 세 단어를 기반으로 학생들은 자신

이 현재 처한 시간과 공간을 반추하며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여 진 

작문을 중심으로 여학생들은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었고 이를 발판으로 매주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110

발전된 주제와 방법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해나갔다. 

그룹 활동 중 한 예로 '희망 상자' 만들기를 들어보겠다. 나는 여학생들에게 "너희

의 꿈은 무엇이니?"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 때 꿈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소망, 성취하고자 하는 바, 어떤 일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기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들은 모두 작은 나무 상자를 받아 어떤 식으로 디자

인할 것인지 도안을 종이에 그리기로 하였고, 또한 그 상자에 어떤 꿈을 넣을 것인

지에 대해 써보기도 하였다. 그런 뒤 작성한 구상안과 마찬가지로 비즈, 물감, 레

이스, 천 조각, 말린 꽃, 인조화, 반짝이, 단추, 우표, 잡지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

자를 꾸몄다. 학생들은 주어진 한 시간 동안 상자를 꾸몄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

자는 최소 24시간 동안 말려야 사용이 가능하다.) 남은 10분 동안은 학생들이 각

자 상자에 불어넣은 자신의 욕망과 아이디어들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 활동을 진행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사항

그룹 활동을 시작하고 나면 프로그램의 시간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 초기에 등록한 

학생들 말고도 추가로 구성원을 받아야 할지, 그룹 활동 내에서 다같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토론 지침 같은 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내가 만든 십대 여성 그룹의 

경우 12주 프로그램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끝내고 난 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룹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에 우리는 봄 학기가 끝

나는 기말까지 그룹 활동 기간을 연장하였다. 한편 한 여학생이 프로그램 6주차부

터 그룹에 참여할 수 없겠냐는 문의를 해온 적도 있다.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이미 5주가 지난 시점에서 새 구성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워싱턴 롤링 베이에서 걸즈 포커스 그룹을 지도하고 있는 린다 울

프와 케이 윈드 휴즈는 "원래 모인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이 일단 형성되고 나면 새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잠시 유보함으로써 그들만의 강한 결속력을 보장해줄 필

요가 있다. 물론 처음 회원들이 졸업하거나 전학을 갈 때면 새 구성원을 받아들이

기도 한다. 새 구성원이 참여하게 될 경우 원래 있던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쌓는 데

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한다"고 조언한다. 

울프와 휴즈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열리는 모임이 각각 어떻게 십대 여

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및 그와 관련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지, 그

럼으로써 십대 여성들에게 모임 자체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

민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임 구성원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규칙

을 세우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를 들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

속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다른 구성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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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 발언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공격을 삼가는 것, 

회의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어느 하나 사소한 것 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 역

시 강조할 부분이다. 서로 간의 신뢰와 구성원 보호 역시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잊

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그룹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심리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을 시에는 본인이 전문 상담원이나 치료사

가 아닌 한 가까운 전문가나 단체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매릴린이 보내준 편지를 읽자니 실로 기쁘고 벅찬 느낌이 든다. 매릴린은 현재 고

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2학년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릴린의 편

지는 십대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교사로서, 

사서로서, 지도자로서, 어머니로서, 자매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십대여성들을 지지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앨리스 

워커는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삶에서와 마찬가지

로 글쓰기에 있어서도 본받을 만한 존재가 없다는 점은 작가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에서든,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이든, 혹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성장

을 추구하든, 단순히 선배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의 존재감에 대한 인식을 보

다 크게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십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없

다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이다. 십대 여성은 여성의 다양성과 그녀들이 겪고 있

는 경험의 복합적, 복층적인 측면들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또한 십대 여성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거나 계획을 실현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

과 기술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그룹 만들기를 위한 12 단계

1. 그룹 운영을 위한 계획서 작성하기

2. 그룹의 구체적인 목표 수립

3.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 구상

4. 세부 프로그램을 짜기

5. 자료 수집하기

6. 그룹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활동 범위 등 결정하기

7. 구성원들 간/구성원들과의 우정 쌓기

8. 구성원들 간의 신의를 쌓고 그들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9.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돕기

10. 그룹의 지역 내 아웃리치 활동 강화하기

11. 성찰적이고 자기 경험을 반추해볼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12. 최선을 다해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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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미국 보건복지부의 걸파워 캠페인』(미국)

(HHS’ Girl Power! Campaign Fact Sheet)

출처 : www.girlpower.gov

"걸파워!(Girl Power!)" 캠페인은 다면적인 공공교

육의 성격을 띤 캠페인으로, 1996년 11월 21일

에 미국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은 9살부터 13살 나이(*한국나이로 10살

부터 15살까지)의 소녀들이 삶에 대한 자기 결정

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힘을 강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소녀들은 이 나이에 이르면서부터 자신감과 자

기애를 상실하면서, 육체적인 활동량이 줄어들고 학습력도 예전보다 떨어지며 자신의 

관심사에 흥미를 쏟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이 나이에 이르면서부터 소녀들

은 자신을 둘러싼 유해 환경에 노출될 일이 많아지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래서 "걸파워!" 캠페인은 먼저 담배, 술, 마약 등에 대해 "하지 않기" 라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소녀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학업, 예술, 스포츠 등에 쏟게 함으로써 

자존감과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캠페인은 소녀들의 육체적, 정서적 건

강, 영양, 이른 성관계(premature sexual activity)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걸파워!" 캠페인은 소녀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소녀들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들도 판매한다. 이 중 특징적인 제품으로 9~13세 소녀

들이 직접 그린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다이어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걸

파워 운동을 시작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만한 홍보자료용 프레스 킷 역시 판매한다. 프

레스 킷에는 샘플 기사, 각종 정보가 담겨 있는 보고서, 라디오나 지면용 안내문 등에 

대한 가이드가 들어있다. 

이러한 "걸파워!" 캠페인이 종전에 진행되었던 정부기관 캠페인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다음의 세 가지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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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걸파워!" 캠페인은 보건교육에 있어 성차(性差)를 고려하지 않은 여타의 캠페인

들과 달리 소녀들만의 욕망과 고민, 그리고 그녀들이 극복해야 할 점들을 반영하고 있

다.

또한 "걸파워!" 캠페인은 성교육 등 보건교육에만 치우쳤던 다른 캠페인들과 달리 통합

적인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9~13세가 되면서 소녀들이 상실하고 마는 자신감이나 동

기부여, 기회 등으로 초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걸파워!" 캠페인은 8~9세(*한국 나이로 9~11세) 또래의 소녀들이야말로 

자기 몸의 건강을 지키려는 인식이 가장 강하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 

또래의 어린 소녀들은 좀더 나이를 먹은 소녀들보다 활동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걸파

워!" 캠페인은 소녀들이 어린 시절 가졌던 강한 에너지를 자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초기가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한

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 온갖 실험정신과 모험심, 독립심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 

때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기준을 접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

어 한 연구는 남자 아이는 사춘기에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여자 

아이는 사춘기에 가장 많이 우울해하거나 소극적인 행동이 잦아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199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소년비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같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수

는 약 두 배 차이가 난다. (남 18.2%, 여 34.4%) 

"걸파워!"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와 학교, 지역 공동체, 종교단체, 보건 단체 

및 전문가들이 가진 에너지를 자극하여 소녀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특히 소녀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긍정적인 메시지 및 

그녀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어른들의 자원과 노

력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걸파워!" 캠페인은 100여개가 넘는 공공단체 및 사기업들

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중에는 엘크스 클럽(Elks Club), 걸 인코포레이티드

(Girls Inc.), 미국소년소녀클럽연맹(Boys and Girls Clubs of America), 미국 4-H 협

의회, 지방보건전문가협회, 양호교사협회, 제인 화장품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1996

년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도미니크 다우즈가 캠페인의 공식적인 마스코트로 활

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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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파워!" 캠페인은 약물남용방지센터(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와 약물남용방지및정신건강서비스기관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nistration)

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에는 많은 건강관련 단체들의 도움

과 협조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걸파워!" 캠페인은 본질적으

로 소녀들 스스로가 생산해낸 결과물이다. 미국 전역을 걸쳐 다

양한 관심사와 성장배경을 지닌 많은 소녀들이 약물남용방지및

정신건강서비스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고민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공해주었으며, 이는 "걸파워!" 캠페인의 기초로 

작용했다. 그 결과 "걸파워!"캠페인은 소녀들의 가장 진솔한 목소

리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측면들은 또한 많은 소녀

들과 소녀들을 지지하는 성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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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글 쓰는 소녀들(Girls Write Now)』(미국)

www.girlswritenow.org

"글 쓰는 소녀들(Girls Write Now)"은 

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여성작가들의 멘토링 프로그

램을 통해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시기

"글 쓰는 소녀들"은 1998년 뉴욕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목표 

"글 쓰는 소녀들"은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한 뉴욕의 십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의 잠재된 작문실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창조적인 역량을 길러내어 고등학교, 대학교 및 직장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글 쓰는 소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일대일 멘토링 세션

● 월별 그룹 워크숍

● 특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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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 멘토링 세션 

"글 쓰는 소녀들"의 첫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멘티)은 각자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작가 1명씩을 멘토로 배정 받게 된다. 각각의 멘토-멘티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 전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일대일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일대일 멘토

링 세션은 창조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책 강독, 연극/영화 감상, 박물관 관

람, 커피숍에서 글쓰기 등의 세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월별 그룹 워크숍

월별 그룹 워크숍은 "글 쓰는 소녀들"에 소속된 여성작가들이 돌아가며 강의를 맡

아 진행한다. 월별 그룹 워크숍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타의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

는 장르나 주제에 대한 것으로 구성된다. 여성작가들은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려 강

의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글 쓰는 소녀들"의 그룹 워크숍은 소설, 시, 극본, 영화 

시나리오, 회고록, 기사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글쓰기를 지향해왔다. 워크숍

에서 다루는 주제 역시 사회정의, 인종, 젠더, 종교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여 왔

다. 이 워크숍을 통해 멘티와 멘토들은 개별프로젝트, 일대일 리뷰, 조모임 등의 

형태로 지속적인 글쓰기 훈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월별 글쓰기 워크숍은 전체 토

론 및 합평회를 가지기도 한다. 글쓰기 워크숍은 매달 토요일에 네 시간에 걸쳐 이

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행사 

"글 쓰는 소녀들"에서는 대학 및 커리어 관련 세미나, 현장학습, 멘티 작품 발표회 

등의 특별행사를 가진다. 작품 발표회는 연중 2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중 상반기 

발표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진행된다. 멘티들은 자신의 작품을 출판형식에 맞게 

여러 번 탈고하여 대중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단체 규모 

참여하는 소녀들의 능력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친 도를 유지하기 

위해 "글 쓰는 소녀들"은 멘토-멘티를 한 학기 당 30쌍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요비용 

"글 쓰는 소녀들"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글 쓰는 소녀들" 운영

에 필요한 재정은 모두 외부 후원과 기부금으로 마련되며, 단체에 소속된 멘토와 

실무진들은 자원 활동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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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 

"글 쓰는 소녀들"은 뉴욕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제정한 학기 기간에 기준하여 매년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두 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임 장소 

월별 그룹 워크숍과 일대일 멘토링 세션은 유니언 스퀘어에 위치한 "교사작가연맹

(Teachers and Writers Collative) 사무실에서 가진다.

멘토 구성 

"글 쓰는 소녀들"에 소속된 멘토들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직업작가들로, 주로 기자, 

교사, 사회복지사, 홍보담당자, 영화감독, 뉴미디어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

는 여성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여성 멘토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작가들로 여

성청소년들에게 열성적인 교사이자 역할모델이 된다. "글 쓰는 소녀들"의 멘토들은 

글쓰기가 여성으로서의 목소리와 생애사, 자기표현을 가능케 해주는 가장 힘 있는 

도구임을 믿으며 궁극적으로 십대 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실현하게 해주는 글쓰

기를 지향하고 있다.

멘티 구성 

뉴욕이 자랑하는 다양성만큼이나 "글 쓰는 소녀들"의 학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배경

을 지닌 십대 여성들로 구성된다. 멘티 선발은 뉴욕시의 5개 구에서 공립학교를 다

니는 십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십대 여성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글 쓰는 소녀들"은 타 

학교에 비해 과외활동이나 수업 외 프로그램 제공이 부실한 학교에서 멘티를 모집

하며, 특히 잠재된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거나, 일대일 멘토링 세션을 통해 역량강

화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집하고 있다. 

"글 쓰는 소녀들"의 커뮤니티 

몇 해에 걸친 "글 쓰는 소녀들"의 활동결과, 뉴욕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여성작가들

의 공동체가 생성되었다. "글 쓰는 소녀들"은 월별 워크숍이 끝날 때마다 점차 직

업작가들과 멘티들 간의 경계와 구분선이 모호해질 만큼 학생들의 친 도와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목격해왔다. 매 워크숍 사이사이에도 멘토와 멘티들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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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메일링, 웹 사이트 등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는 편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자들은 채용기회, 공모전, 행사일정에 대

한 정보 및 개인적인 고민 등을 나눈다. 

"글 쓰는 소녀들"이 가져온 효과 

여성작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에 힘입어 멘티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글쓰기에 필요한 감수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 다양한 채용 기회와 커리어에 대한 비전 확장 

●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글쓰기 기회

● 각종 공모전 및 문학상 참가, 출판 기회 

● 공식적인 발언력 강화

●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의 관계 형성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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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십대여성지원센터』(미국)

(Center for Young Women’s Development)

www.cywd.org

소개

십대여성지원센터 (Center for Young Women's 

Development)는 소녀원 및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

을 지원해왔던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1993년 첫 발을 

내디뎠다. 창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센터를 이끌어온 

방향감각은 '젊은 여성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십대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구조

적 억압에 가장 잘 대항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서 비롯된다. 십대여성지원센터는 실제로 수감된 경험을 가진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빈곤층, 인종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당해왔던 젊은 여성들을 위한 지원에 힘

쓰고 있다. 

센터는 십대여성들이 그들의 경험과 신념을 구속 없이 펼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자

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십대여성들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과 관심사

를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서적,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센터는 억압과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야말

로 십대여성들의 치유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센

터는 십대여성들이 구조적 억압이 무엇인지 이

해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녀들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

에, 십대여성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

을 길러주려고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차원에서 

행해지는 폭력이라도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

는 십대여성들의 가능성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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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자매애가 가진 힘을 믿는다. 십대여성들은 서로를 돕는 존재이며 이를 통해 각

자가 서로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센터는 모든 십대여성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믿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센터는 십대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배우는 한편 새로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자신과 다른 십대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십대여성들의 보호가 가능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십대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고 삶의 자기결정권

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센터는 모든 십대여성들이 그들의 생존 경험을 뛰어넘어 

다른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십대여성들을 돕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청소년 범죄로 체포된 미국 청소년 중 무려 30%가 십대

여성이지만, 십대남성들에 비해 범죄예방프로그램이나 

감호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범죄로 체포되는 십대여성들은 미국 전역

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련 서비스들의 2% 정도 밖에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

다. 감호소대체프로그램이나 취업기회, 쉼터프로그램 등 적절한 대안의 부족으로, 십

대여성들은 십대남성들에 비해 좀더 경미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오히려 수감

되는 시간이 더 긴 편이다. 

또한 범죄혐의로 체포되는 십대여성들의 95%가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된다는 보고

도 있다. 

따라서 센터의 프로그램은 십대여성들이 다시금 범죄혐의로 체포되는 일을 막기 위해 

생활력과 자립심, 자기 대변력(代辯力, advocacy)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기획된다. 이

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십대여성들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욕구와 필요

한 요건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는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러한 능

력을 길러주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적절한 양육프로그램이나 건강

보호프로그램이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요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센터의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시스터즈 라이징(Sisters Rising)’으로, 범죄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거나 수

감된 적이 있는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ppendix 121

‘시스터즈 라이징(Sisters Rising)’ : 생존의 경험을 넘어

센터는 매해 17명의 십대여성 유급인턴들을 채용하여 

치유는 물론 역량 강화, 정치 참여, 단체 조직, 공동체 

참여 등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을 배울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반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십대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용기회이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사

회로부터 받은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때문에 십대여성들에게 직장체험은 그림의 떡

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센터는 수입이 거의 없는 빈곤한 십대여성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급료와 생활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 이는 수감 경험, 폭력, 빈곤, 마약중독 등을 겪은 십대여성들이 충분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임은 물론,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뒷골목'

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효과를 지닌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획된 ‘시스터즈 라이징’ 인턴프로그램은 <생존의 경험을 넘어>라

는 제목의 임파워먼트 교육을 실시한다. <생존의 경험을 넘어>를 통해 십대여성들은 

강의실이나 쉼터 밖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정치 참여, 공동체 활동, 시민운동에 대해 

배우게 된다. ‘시스터즈 라이징’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비용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인턴을 1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스터즈 라이징’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센터에서 일해 온 십대여성은 총 367명

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150명의 

십대여성 노숙자들에게는 주거지와 숙소를 제공했다. ‘시스터즈 라이징’에 참여한 십

대여성 중 40%는 학교 및 그에 준하는 프로그램에 입학하여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다. 한편 ‘시스터즈 라이징’에 참여했던 십대여성들 중에는 

UC버클리, 스탠포드, UC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한 이들도 있다. 

‘시스터즈 라이징’은 현재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 직업훈련 및 채용프로그램

‘시스터즈 라이징’은 십대여성들이 경제력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

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있다. 직업훈련 및 채용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십대여성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력서와 추천서 작성에 대해서도 도

움을 받는다. 이밖에도 자기배려, 건강한 생활습관, 자매애를 배우는 동시에 컴퓨터를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122

조작하거나 작문능력을 강화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익힌다. 

‘시스터즈 라이징’ 인턴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네 시간씩 주 4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근무시간대는 동시에 성 판매나 

마약으로 인해 체포되는 십대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시간

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감안하였다. ‘시스터즈 라이징’은 십대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나 마약매매로 돌아서지 않도록 적합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보육서비스, 또래집

단 상담, 주거지 보조, 리더십 훈련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근무 외의 시간 동안 십대

여성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스터즈 라이징’은 결과적

으로 십대여성들에게 '길거리'나 '소녀원'이 아닌 곳에서도 삶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

우고 있다.

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15회에 걸쳐 교육 워크숍을 기획해왔으며, 이 

워크숍에서 십대여성들은 검정고시 합격, 지역 전문대학 입학, 학비 보조 등에 대해 배

웠다. 또한 지방검찰청과의 협력 하에 데이트 강간 예방에 대한 광고를 버스정류장에 

부착하는 등 공익광고캠페인을 펼쳤으며,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반과 함께 여름직업

훈련프로그램을 주최한 바 있다.

● 테크놀로지 센터

십대여성지원센터는 최고 수준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십대여성들은 이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컴퓨터 기술을 배우며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컴퓨

터 교육에는 컴퓨터 리서치 요령, 타이핑 훈련, 액셀이나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 익히

기 등이 포함된다. 테크놀로지 센터는 자원 활동가, 스태프, 또는 예전에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참가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또래집단을 통한 학

습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는 센터는, 테크놀로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참가자들이 직접 다른 십대여성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서로간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치의식 기르기 프로젝트  

‘시스터즈 라이징’은 십대여성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정

치참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십대여성들은 그들의 삶과 관

련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조사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사고와 견해를 

정립해나간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자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관련하여 

지역 내 십대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



Appendix 123

기도 한다(community mapping). 이러한 과정을 

거친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이슈 파이팅

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

긴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들 가운데는 

지역정보책자 발간, 지역 내 캠페인 참여, 가출한 

십대여성들에게 필요한 법적장치 안내, 아웃리치 

활동, 보건교육서비스 등이 있다. 

● 평생교육 지원프로그램

십대여성들에게는 채용의 기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시스터즈 라이징’ 프로

그램은 십대여성들이 자기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직업 및 학업 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다. 십대여성들 스스로 검정고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서로에게 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한다. 

● 보호와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십대여성지원센터는 위에서 언급한 최고 수준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가지고 있을 뿐 아

니라 도서관, 자료실, 마사지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휴식 공간, 영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교적 공간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센터는 매해 지역 내 책 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섹슈얼리티, 시민운동, 문화연구, 소설, 자기계발, 모성, 경제력 등과 관련한 책과 

비디오 자료를 1,000권 이상씩 모으고 있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십대여

성들은 독서와 학습을 통해 그간 겪었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센터는 한편 십대여성들을 위한 대안건강프로그램인 "면역력강화프로젝트"와

의 협력 하에 마사지치료 및 침술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 소녀들의 서바이벌 소책자(Resource Handbook: The Hook Ups)

‘시스터즈 라이징’의 지역 내 아웃리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된 '소녀들의 서바이

벌 가이드북'은, 범죄혐의로 체포되었거나 감호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이 

다시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팁들을 수록하고 있다. 소

책자는 주거지 구하기, 채용기회, 의료지원 서비스 등 최소한의 조건이 보장된 삶을 살

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정보들로 이루어진 16페이지짜리 안내책자이다. '

소녀들의 서바이벌 가이드북'은 샌프란시스코 십대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되고 

있으며, 센터는 "감호소 십대여성 지원반"의 협조를 구하여 제소하는 모든 십대여성들

이 이 안내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스터즈 라이징’에 참여하는 십대여성

들은 이 안내책자에 대해 좀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추가적인 조사와 프

로젝트를 직접 실행하여 안내책자를 업 데이트 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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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도어 정책 (Open Door Policy)

‘시스터즈 라이징’의 목표는 모든 십대여성들이 ‘시스터즈 라이징’ 과정을 끝낸 다음에

도 성공적으로 원하는 직장과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센터는 

‘시스터즈 라이징’을 마친 십대여성들이 향후에도 센터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

픈도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스터즈 라이징’ 동문들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워크숍, 

강좌,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 법률지원서비스, 연설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

회원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센터는 동문들의 관심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매달 동문

점심모임을 기획하고 있다. 

●  "다른 삶 기획하기(Changing the Odds)" 익스턴(Extern)제도

‘시스터즈 라이징’ 인턴들은 지속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해 8주 동안 외부 기관의 전문 

익스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십대여성들은 첫 2주 동안 오리엔테이션

과 테스트를 거쳐 지역 내 활동에서 담당하게 될 적절한 업무에 배치된다. 이러한 전문 

익스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는 관변/지방검찰청 및 시민운동단체들

을 들 수 있다. 센터 실무진들은 매 주 개별 상담을 통해 십대여성들이 익스턴 제도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핀다. 익스턴으로 활동하는 센터의 십대여성들은 매 

주 그룹모임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 건강과 웰니스(wellness)

‘시스터즈 라이징’ 코디네이터들은 웰니스 코디네이터들과

의 협력 하에 모든 십대여성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모든 

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는 십

대여성들은 웰니스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십대여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웰니스 코디네이터와의 상담을 통해 ‘시스터즈 라이징’에 

참여하는 십대여성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활동을 꾸준히 점검 받을 수 있다. 또한 웰니스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십대여성들은 자립심을 기르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웰니스 코디네이터는 ‘시스터즈 라이징’에서 십대여성들에게 멘토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웰니스 코디네이터들은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십대여성들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웰니스 코

디네이터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십대여성들은 자존감, 몸 이미지, 성폭력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센터에

서 진행되는 모든 웰니스 프로그램은 십대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장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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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으며 십대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스터즈 라이징’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십대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타의 직업훈련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다. ‘시스터즈 라이징’은 

비단 직업훈련만을 핵심으로 삼고 있지 않으

며 이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십대여성들이 자

신의 삶과 사회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정치의식

과 사회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시스터즈 라이징’을 끝마친 

십대여성들은 향후 원하는 직장에 채용될 수 

있는 탄탄한 역량과 가능성을 가지게 될 뿐 아

니라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항할 수 있

는 힘까지 지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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