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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미얀마 활동가와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룰루랄라 치치킹킹 프로젝트’ : 

활동가 상담 및 아동청소년 놀이치료 훈련 시작  

  (사)아시아여성네트워크(전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는 7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미얀마 활
동가와 어린이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룰루랄라 치치킹킹 1)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룰루랄라 치치킹킹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미얀마 활동가들이 분쟁 지역의 피난민 
여성들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현재 5
년째 운영 중이다. 
 2022년 룰루랄라 치치킹킹은 미얀마 활동가들의 심리 상담과 어린이들의 놀이치료를 담당할 
훈련 프로그램, 2세션으로 운영되며 전체 40명의 미얀마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상담프로그램은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10명
의 활동가들이 zoom을 통해 집단 상담을 받는다. 
 아동청소년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활동가 훈련인 ToT(Training of Trainers, 트레이너 양성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ToT 훈련을 이수한 활동가들은 각자의 마을과 피난민 캠프, 교회등 생활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
한 훈련의 내용은 트라우마 이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트라우마 접근, 트라우마 치료의 과정 
이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 프
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 룰루랄라 치치킹킹 프로그램은, 쿠데타 이후 체포, 고문, 살해의 위협속에서 활동하고 

1) 룰루랄라 치치킹킹은 자유롭게, 평화롭게 라는 뜻을 가진 미얀마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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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활동가들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감하기 위해 미얀마 활동가들의 제안을 받아 진행되
었다. 특히 분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2년 넘게 학교에 가지 못 하는 상
황, 분쟁 위험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피난민 캠프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군대의 공격, 마
을 방화등 여러 나쁜 상황을 목격한 후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트라우마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가 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짧은 훈련 기간, 온라인 훈련의 특성상 전문적인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주로 개념 이
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치유 방법애 대해 훈련할 예정이다.  또, 상담 및 훈련은 인제대 간호학
교 교수 및 영국국가공인 드라마치료 자격을 보유한 한국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별첨 자료> 

 1. 룰루랄라 치치킹킹 프로젝트 운영 과정  

 

 ◯룰루랄라 치치킹킹 프로젝는 2018년 남도일보의 제1회 자원봉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서 처음 시작되었다. 2018년, 2019년은 광주 활동가들이 미얀마 양곤에서 40여명의 미얀

마 활동가들과 분쟁지 여성들의 심리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코로나19와 쿠테

타로 인해 방문이 불가능했던 2020년, 2021년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었

다. 

 ◯이 교육에는 양곤, 까친, 친, 샨, 카렌등 미얀마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훈련 이수후 각자의 마을과 피난민 캠프에서 자신이 받은 교

육을 주민들, 청소녀들에게 다시 재교육해왔다. 

 ◯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재봉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까친 주의 경우, 해마다 100여명의 

캠프 주민들이 캠프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참여하였고 활동가들과 참여자들은 이 교육이 지

속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모니터링은 시간, 비용의 문제로 인

해 까친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했으며 훈련에 참여했던 다른 지역 로컬 활동가들을을 포함

한다면 2천여명이 넘는 풀뿌리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은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 활동가와 언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며 이

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훈련을 진행하였다. 특히 분쟁지역 피난민들의 긴급구호를 

병행하여 심리적 응급처치의 효과성을 높였다.   

 ◯룰루랄라 치치킹킹 프로젝트는 2018년 남도일보와 광주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시작되었

고 2019년부터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2. 룰루랄라 치치킹킹 프로젝트 활동사진  (2021년)

                         <사진 제공 : 미얀마 MPA, BSRF, 2021>
  
참고 : 
 1. 2018년~2021년 활동 사진은 별도의 zip파일로 전송 
 2. 룰루랄라 치치킹킹 활동과 관련한 인터넷 링크  
►2020년 트라우마 상담 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Nw6m86aaxNw&t=106s 
►심리적 응급처치 미얀마어 영상   https://fb.watch/9WLzvgjRGO/

 

    활동가 대상 심리적 응급처치 훈련  저널리스트 대상 심리적 응급처치 훈련

   분쟁지역의 주민 긴급구호와 연결한 활동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모인 주민들 

https://www.youtube.com/watch?v=Nw6m86aaxNw&t=106s
https://fb.watch/9WLzvgjR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