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은 여성역량강화와 가족복지증진을 목표로 2010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다양한 사업 운영과 지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Hope in us’는
201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여자 청소년이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과의 관계,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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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로그램 개요
2021년 HOPE IN US 프로그램은 여아그룹홈을 대상으로 하는 ‘달콤한 우리’ 프로그램과
여자 청소년(15-19세)을 대상으로 하는 ‘세나꿈 (세나가 꿈꾸는 세상)’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콤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룹홈 내 여자 청소년들은
‘세나꿈’ 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명
(전체 대상)
기

간

그룹홈 관계 증진 프로그램 ‘달콤한 우리’
2021년 10월 말 ~ 2021년 11월 말 (3회기)
• 그룹홈 공동체 구성원들이 관계의 의미를 생각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과 유대감 향상

목적 및 특성

• 단순히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쿠키 플레이와 공예 활동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는 주체적
이고 협력적인 시간 운영

프로그램 명
(여자 청소년)
기

간

여자 청소년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세나가 꿈꾸는 세상 (세나꿈)’
2021년 11월 중 ~ 2021년 12월 중 (2회 온라인 집체 행사)
•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자립이라는
과제를 수행해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여아들과 공유하고
활동함으로써 주체성과 자기 신뢰감 형성 도모

목적 및 특성

• 다양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30명의 여자 청소년이 ‘세나꿈’
프로그램에 모여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 및 건강 관련
교육을 듣고 다른 친구들과 ‘세나꿈’을 함께 만들어보는 그룹
활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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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활동 내용

프로그램 명
(그룹홈 전체)
대 상

그룹홈 관계 증진 프로그램 ‘달콤한 우리’
여아들로 구성된 그룹홈
• 세부활동 1) 달달한 소통 (2회)
- 아이들의 참여와 흥미 유발, 가족 간 소통 증진을 위한 ‘쿠키
만들기’를 통한 오감만족소통 프로그램을 2회기로 구성하여
2주간 진행합니다.
1회기

나를 소개합니다.

2회기

따또 페스티벌

3회기

자기 얼굴 감정

4회기

인생 작품

신규 참가자
기존 참가자

- 본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함께 하며 1, 2회기 모두 줌
(zoom)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회기별 시간은
활동 내용

1시간 30분, 쿠키 활동 재료는 재단에서 발송합니다.

및
방법

- 일정은 그룹홈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세부활동 2) 공예로 표현하는 우리 (1회)
- 자개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 함께 완성하는 ‘자개 모빌’로
우리를 표현하고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완성된 작품은 그룹홈 내 가족들을 위한 선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재단이 제공하는 활동 운영을 위한 영상과 재료 키트를 활용
하여 자체 활동으로 운영되며(활동사진 제출 필수), 운영해 주신
선생님에게 소정의 활동비(기프티콘)와 그룹홈 전체에는 간식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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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여자 청소년)
대 상

여자 청소년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세나가 꿈꾸는 세상 (세나꿈)’
여자 청소년 (15-19세)
※ 그룹홈뿐 아니라 다문화 등 다양한 우리가 함께 합니다.

• 세나꿈 프로그램
- 선발된 총 30명의 여자청소년이 11월 중순(개회식), 12월 중순
(폐회식) 총 2회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2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에는 금융과 건강을 주제로 한 특강과 그룹
활동이 진행됩니다.
활동 내용
및
방법

- 그룹활동은 ‘우리의 리더십으로 만드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6명이
한 조가 되어 그룹별 미션을 진행합니다. 개회식과 폐회식 사이
그룹별로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여 미션을 완성해야 합니다.
- 참여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전 오리엔테이션(개더타운 활용법, 프로
그램 규칙 안내 등)을 진행하며 온라인 카페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간식, 세나키트 등의 물품을
지원하며, 프로그램에는 재미있는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학생들에게는 HOPE IN US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세나꿈 행사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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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 안내
신청 및 선정
기간
최종 발표

2021년 10월 15일 (금) ~ 10월 21일 (목) 까지
2021년 10월 22일 (금) * 기관 및 대상자 개별 연락
① 사업신청서 1부

제출서류

② 시설고유번호증
③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참여 여아)
④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참여 종사자)
※ 메일(roomiw@iwff.or.kr) 로 신청서 접수

제출방법

또는 팩스로 접수 02-536-0063
※ 파일명 : 2021 세나꿈 사업신청_ 000그룹홈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신청서 제출 시 누락, 오기입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참고사항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단 02)536-00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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