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성과 여아

전세계적으로 성불평등은 가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여아들을 위한 자원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으며 접근성 또한 상당히 낮습니다. 
지역 나사렛 교회와 나사렛 구제 사역단은 여성들과 여아들과 협력하여 교육, 
소규모 농업활동, 직업교육, 자립 그룹 구성 등 여러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활동은 여성들과 
여아들 본인이 스스로를 가치있는 존재로 보살피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받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여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나사렛 학교와 아동 돌봄 센터가 여아들이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가나에서는 수백명의 나사렛 여성들이 정의 구현 모임이나 소규모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서로를 독려하고 계몽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교회가 직접 나이가 어린 어머니들을 위해 여러 가르침을 전달하고 동료애를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진행된 “여성들의 존엄함과 힘을 위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신의 영향력: 여성과 여아에 대한 지원

셀리아는 여섯 명의 자녀를 둔 싱글맘입니다. 이 중 넷은 학교에 갈 나이이고 
셀리아는 그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넷을 학교에 보내기에는 학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세 끼 챙겨 먹기에도 이미 빠듯한 상황에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진행된  “여성들의 존엄함과 힘을 위해” 프로그램은 나사렛 
교회를 중심으로 세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 여성들은 비누 만들기, 출장 케이터링 서비스, 
제봉 그리고 옷감 염색 등을 포함한 각종 기술을 익힐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셀리아는 비누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하였으며 액상비누와 고체비누를 비롯한 
판매 가능한 비누들을 만드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셀리아는 이 
클래스를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해준 곳”이라고 말합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전하는 이야기

자세한 내용을 ncm.org/womenandgirls 에서 확인해 보세요

2 년 간 268 명의 여성들이 직업 
교육 클래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최소 353 명이 해당 클래스와 
이를 수강한 여성들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습니다.

100 명 이상의 여성이  구체적인 
사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14
곳의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60 명 이상의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여성들은 이러한 직업 교육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