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성과 소녀들

전 세계적으로 빈곤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높은 비율로 영향을 미치며, 교육, 직업 및 
필수품을 얻는 데 있어 불리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사렛 구제 사역은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개교회와 협력합니다. 여성과 소녀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기독교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직업 훈련, 기업적 저축 그룹 및 아동 발달 센터를 통해 
여성과 소녀들은 사회에서 가치 있고 유능하며 동등한 구성원임을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존엄성을 가진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나사렛 교회를 통해 세 곳에서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을 주관합니다. 여성들은 비누 만들기, 음식공급, 재봉, 직물 
염료 등 자신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 얻은 수입으로 여성도 저축 및 대출 그룹에 가입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영향: 존엄성을 가진 여성 역량 강화

가나에서 여성들은 
저스티스 클럽과 
소기업을 통해 

서로를 가르치고 
힘을 실어줍니다.

I콜롬비아의 교회들은 
젊은 어머니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인도와 동반자 
관계를 제공합니다.

라이베리아의 여성들은 
무역 기반 소기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소녀들은 
온라인 성 착취의 

생존자인 아이들을 
위한 집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라이베리아에 사는 두 아이의 싱글맘인 린다는 존엄성을 가진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재단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후 자신감과 재정적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재정적 지원을 위해 친척의 관대함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옷을 바느질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린다는 
말합니다. “[그것은] 저를 품위 있는 여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린다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취업을 위한 시장성 있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직업 
훈련을 통해 린다는 가족의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팔아 번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집, 음식,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수입을 얻는 것 외에도 린다는 자신이 
생산하는 양복과 드레스에서 자신의 기술과 창의성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 
경험은 린다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투자하도록 영감을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다른 싱글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만의 양복점을 가질 계획입니다.”라고 
린다는 말합니다.

라이베리아의 여성 역량 강화
사진: 로즈(사진)도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사렛 교회에서 재단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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