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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Ferguson 
법무장관의 서한
친애하는 워싱턴 주민 여러분,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자해 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사고와 자살이 의심되는 시도를 
보이는 청소년이 주 전역 응급실에 내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다뤄야 하는 워싱턴 청소년을 위한 긴급한 사안입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은 워싱턴주 전역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저희 팀은 발벗고 나서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워싱턴 청소년 안전 및 복지 제보전화)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2 본 프로그램은 괴롭힘, 자살, 폭력적 위협 및 성적 학대를 
비롯하여 청소년 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에 대응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팀은 
•	 제보를 받고 이에 대응할 주 내 조직을 대표하는 종합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약 600개의 청소년 위원회 및 청소년 봉사 단체와 협력했습니다. 
• 25세 이하의 워싱턴주 청소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기준을 개발하고 제보전화 공급사를 위한 제안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지식과 청소년 중심 시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 및 청소년 봉사 단체가 이 활동의 중심에 
있으며, 이들의 전문 지식, 필요 사항 및 경험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 
저의 부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의 첫 연례 보고서입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제보전화 진행 
상황에 대해 워싱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ob Ferguson
워싱턴주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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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배경
미 전역에는 의심스러운 활동과 청소년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익명 또는 기밀 보고를 받는 약 18개의 주 
제보전화가 있습니다. 이들 제보전화는 자신과 또래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관한 정보 제공의 출처로 청소년을 중심에 
둠으로써 비극을 예방하는 조기 개입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3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만든 최초의 주는 콜로라도주로 2004
년 비극을 예방하고 학교 총격 사건을 비롯한 폭력 행위로부터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워싱턴주 입법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AGO,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주 전역에 제보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조건을4 통해 
자금을 책정했습니다. 조건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은 1년 365
일 주7일 연중무휴, 제보에 대응하고 앱, 문자, 채팅 및 전화 
회선을 제공하며 2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GO는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및 마케팅 캠페인에 
청소년의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AGO는 
공급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쟁적 조달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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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비전 
본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비전
2022년 7월과 10월 사이에 AGO 청소년 프로그램 팀은 
Vida Agency(Vida)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브랜딩 및 
마케팅에 청소년 비전을 포함해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Washington Tipline)의 주요 기능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는 722명의 
응답자가 참여했으며, 이들 응답자는 청소년 여정 지도,5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이해,6 
프로그램명, 참여 방법 및 브랜딩에 대한 권장안과 같은 
주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480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두 번째 설문조사는 첫 설문조사에서 얻은 1차 청소년 
피드백을 심층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선택 사항을 좁히고 
이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연락처 정보를 공유한 청소년은 15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설문조사는 
총 1,202명의 답변을 
취합했습니다.



청소년 인구 통계 정보
설문조사는 워싱턴주 전역의 25세 이하 청소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모든 설문조사 참가자 중 58%는 18세 이상이었고 42%는 18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BIPOC,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 계층이 많은 워싱턴의 도시 및 농촌 카운티를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 표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인종과 민족을 밝힌 
설문 응답자의 44%가 BIPOC 청소년이고 56%만 백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주 
전역 인구 데이터와 비교할 때 BIPOC 청소년 설문 응답자를 과대 대표하고 
있습니다. BIPOC 청소년에게 중점을 둔 이유는 백인 또래에 비해 이 집단에서 
행동 건강 필요 및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ACE, 아동기 부정적 경험7)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은 
워싱턴주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8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는 
전국적으로 백인보다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9 아동기 
부정적 경험 비율은 BIPOC 아동에게서 더 높습니다.10 

표 1: 총 참가자 인종/민족 대 워싱턴 인종/민족

5
우리의 설문조사 워싱턴 인구 조사 데이터

55%
67%

13%

10%

13%
10%

4%
2%

2%

3%
7%

1%

20%

4%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흑인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아시아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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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범위 측면에서 대부분의 응답자(71%)는 King, Pierce, Snohomish, 
Thurston, Spokane 및 Clark 카운티 출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카운티에는 워싱턴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Okanogan, Ferry, Lincoln, Skamania, Wahkiakum, Columbia, Garfield 및 
Asotin 카운티와 같이 인구가 적은 카운티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부록 A 참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청소년 지원 및 참여 팀)은 설문조사가 
전달되지 못한 카운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취향 정보를 공유한 모든 설문 응답자 중 66%는 이성애자, 34%
는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Questioning, Intersex, Asexual, 
and Two-spirit(LGBTQIA2S+,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퀘스처닝(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을 탐색 중인 사람), 인터섹스, 무성애자 
및 투 스피릿)11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GBTQIA2S+	청소년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Washington Tipline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집단은 성적 
지향과 성별 표현으로 인해 열악한 정신 건강, 괴롭힘, 위험 상태 및 자살 
시도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1 건강한 청소년 설문조사에 따르면,12 
LGBTQIA2S+ 학생은 이성애자 또래보다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거의 2배 더 높습니다.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로 
밝힌 8학년 학생의 약 39%가 지난 30일 동안 이성애자 학생 17.5%에 비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낮은 자존감과 높은 
수준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BTQIA2S+라고 밝힌 
10학년 학생의 65.9%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매일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고 
20.9%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청소년 설문조사는 또한 저소득 청소년, 현재 홈리스이거나 홈리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위탁 보호 제도에 있는 청소년, 사법 
제도와 상호 작용한 청소년, 군대 내에 본인이 속해 있거나 가족이 있는 
청소년의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
에서 수집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은 위탁 보호 제도에 있는 
청소년, 사법 제도와 상호 작용한 
청소년, 군대 내 청소년에 관해 주 
전역에 리소스가 불균형적으로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들 청소년은 
종종 단기 체류자로서 체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위탁 보호 제도에 있는 

청소년, 사법 제도와 상호 작용한 

청소년, 군대 내 청소년에 관해 주 

전역에 리소스가 불균형적으로 

있다고 보고합니다.”



주요 결과

1. Washington Tipline 대 911
청소년은 긴급 상황 외 지원을 요청할 때 Washington Tipline
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청소년은 
자신이나 지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할 때,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 대해 걱정될 때 Washington Tipline에 우선순위에 
따라 연락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 또는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은 911에 전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본인 또는 지
인이 위기에 
처해 있음

56% 55% 54%

40%

23% 23%

29%

34%

41%

51%

62% 63%

본인 또는 지
인이 도움이 

필요함

본인 또는 지
인을 보호하
기 위해 노

력함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
기해야 함

본인 또는 지
인이 조언이 

필요함

본인 또는 지
인에 대해 우

려됨

Tipline 911

표 2: 청소년이 Tipline 대 911에 전화를 거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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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리소스로 해결되지 않는 요구 사항 
청소년 설문조사의 목표 중 하나는 다른 리소스에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응답에 따르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은 정신 건강, 사회적 압력, 성적 학대 및 
폭행, 신체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입니다. 또한 주관식 문항에서 청소년은 
다른 리소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관련 문제로 인종 차별 및 증오 범죄, 
LGBTQIA2S+ 문제, 학대 및 방치, 주거, 청구서 또는 식료품 지원, 학습 장애 
격차, 비범죄적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표 3: 다른 리소스가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안 

53%

44%

36%

36%

33%

30%

2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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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우울증, 불안, 자
살 충동 등)

사회적 압력(학교 또는 
또래로부터)

의료적 응급상황

잠재적 집단 폭력 위협

약물 및 알코올 사용

개인적 안전

신체적 괴롭힘 및 사이
버 괴롭힘

성적 학대 및 성폭행



3.	 청소년이 Washington Tipline에 연락할 시점 
숙련된 전문가와 대화하고 앱, 문자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우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Washington Tipline에 연락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18세 이상 청소년은 가족과 친구가 우려되고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날 수 없을 때 프로그램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나 
가족일 때

40%

40%

40%

40%

42%

41%

39%

39%

38%

38%

35%

33%

47%

44%

45%

43%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날 
수 없을 때

훈련된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고민거리가 있지만 전화가 아닌 앱, 
문자, 웹사이트를 통해 소통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내 문제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을 때

이것이 최후의 수단일 때

표 4: 청소년이 Tipline에 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9

18세 미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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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문항에서 청소년은 가족 및 친구에 관한 우려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Washington Tipline과 같은 리소스에 연락할 수 있었던 경우의 예를 
제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기말고사 주간에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했을 때, 상담 전화를 걸 수도 있었을 텐데 싶어요.” 

“어머니께서 간질이 있으셔서 발작을 일으킬 때 무서웠어요. 부모님께 
건강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 상담전화를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돌봄제공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른들의 도움 없이 독립해서 스스로 자리잡는 것이 힘들어요.”

청소년은 또한 Washington Tipline이 해결할 수 있었는 자신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우려의 예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공황 발작이나 우울증 사례가 있는 경우에요."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상담전화에 의지할 수도 
있어요."

“17살 때, 나이가 훨씬 많은 성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에요.” 

청소년들은 또한 이용 가능한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았던 과거 상황과 
Washington Tipline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때에요."

“중학교 때 어떤 아이들이 저를 때리겠다고 협박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했어요.” 

“제가 POC13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911에 전화하기가 
두려웠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가족 한 명이 신경쇠약 증상을 보였는데 도움을 받는 대신 다른 리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소년원으로 보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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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 구축
신뢰는 Washington Tipline의 효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이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고, 대화 
상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제3자와 
공유되지 않는다면 Washington Tipline을 신뢰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특히 18세 이상 청소년) 프로그램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요인으로 경찰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정보를 제3자 
및 법집행 기관과 공유하지 않으며, 대화 내용을 자신들의 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신의 정보가 학교, 지인(가족 및 친구 포함) 및 법집행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LGBTQIA2S+ 및 BIPOC 청소년은 아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사생활 
보호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경찰은 개입시키지 말아 주세요. 경찰이 개입되면 이러한 리소스가 
가장 필요할 수 있는 LGBTQ+,14 BIPOC, 기타 소외계층이 리소스를 덜 
이용할 거예요.”

“LGBTQIA2S+ 커뮤니티는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를 필요로 하고/요구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경우에 따라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법집행 
기관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는 보고가 없는 한 추적할 수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복지 상담전화가 성공하려면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다면 법집행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지만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와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친구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공유하는 청소년은 적었습니다.



5. Tipline에 연락하기
대부분의 청소년은 Washington Tipline에 연락하는 선호 수단으로 전화를 
꼽았습니다. 다른 선택안에는 문자 메시지, 실시간 채팅 또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기능과 관련해 단순성, 익명성, 누군가와 구두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요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표 6: 청소년이 Tipline에 연락하는 방법

안전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 

전화 문자 모바일 앱 웹사이트 
(실시간 채팅)

웹사이트 
(문의 양식)

이메일소셜 미디
어(다이렉트 

메시지)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교 등  

내 친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교 등 

해당사항 없음

꼭 친구는 아니지만 내가 전화로 
말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학교 

안전 및 복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18세 미만 18세 이상

12

표 5: 청소년이 공유를 편하게 느끼는 정보의 종류

56%

55%

45%

29%

23%

4%

63%

73%

42% 42%

2%

48%

26%

36%
4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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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소년은 Washington Tipline에 연락할 때 숙련된 
전문가 및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보고했습니다.

향후 지원 및 참여 활동 
설문조사는 또한 마케팅 및 브랜딩, 언어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 및 프로그램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기타 데이터 포인트에는 청소년이 영어 
외에 집에서 구사하는 언어, 교육 상태 및 소셜 미디어 사용이 
포함됩니다.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주 전역에서 동등하게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참여 및 마케팅 결정을 알릴 것입니다.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의 향후 조치는 Human-Centered Design(HCD, 
인간 중심 디자인)15 모델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일부 설문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포함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AGO의 비전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이 공유한 관점을 고려할 때, Washington 
Tipline에 대한 AGO의 비전은 청소년을 기존 지원 시스템에 
연결하여 행동 건강 요구에 부합하는 전인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안전 및 복지, 특히 우울증, 불안, 자해 
및 자살과 같은 청소년 행동 건강 요구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에 

대응할 것입니다. 청소년 중심 접근법 외에도 
AGO Youth Program Team은 인종차별반대 
및 정신적 외상에 근거한 프로그램 시각을 
사용합니다. 지침 정의는 부록 B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Tipline의  비전은  AGO Youth 
Pro g r am Te am이  수행한  1 2개월  활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제보전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른 주와의 조사 
및 회의가 포함됩니다. 이 조사는 제보전화에 

연락하는 청소년들은 괴롭힘 및 행동 건강 요구와 관련된 문제, 
주로 자살을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16 
이는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명시한 우려 사항과 일치합니다.

“조사는 제보전화에 
연락하는 청소년들은 
괴롭힘 및 행동 건강 
요구와 관련된 문제를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

다른 주들의 제보전화는 학교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작동하려면 K-12 시스템에 크게 의존합니다. 공립학교에 
등록한 청소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K-12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AGO Youth Program Team
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공공 안전 및 행동 건강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88 Suicide & Crisis Lifeline,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911, 지역 법집행 기관 및 Child Protective Services(아동보호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은 Washington Tipline으로부터 청소년 제보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 전역에 걸쳐 형평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GO Youth Program Team은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평가하여 이 프로젝트의 모든 영역에 인종 형평성 시각을 
적용합니다.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주기적으로 편견을 줄이고 법집행의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것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AGO Youth 
Program Team은 취약계층 청소년, 특히 BIPOC로 식별되는 청소년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AGO Youth Program Team의 정신적 외상 근거 
접근법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 
구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청소년 
프로그램 및 주 제보전화로부터 배우고, 이 지식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거나 
재차 충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AGO Youth Program Team과 
자문위원회는 청소년이 필요한 리소스에 연결되도록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안내할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협력합니다. 

청소년 중심적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 외에도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청소년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17 여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청소년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공유 권력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청소년의 권장안을 
수집하는 데 HCD 모델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 
Tipline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정신적 
외상에 근거하며, 
청소년 중심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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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 Youth Program 
Team의 활동

AGO Youth Program Team.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 순: Monserrat 
Jauregui, Erica Chang, Clarissa Lacerda, Camille Goldy. 

The AGO Youth Program Team은 2021년 8월 Washington Tipline
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관리자인 
Camille Goldy가 비전을 설정하고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분석가인 Clarissa Lacerda는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청소년 지원 책임자인 Monserrat 
Jauregui와 청소년 지원 조정자인 Erica Chang은 청소년 및 청소년 
봉사 단체, 가족, 교육자, 행동 건강 제공자, 법집행 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Work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청소년 봉사 단체,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청소년에게 봉사하는 단체를 주 전역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팀은 관계를 시작하고 청소년 안전 및 복지 요구 
사항과 원하는 제보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들 조직 
및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주정부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서 청소년 
위원회 및 위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600개 조직 및 단체와 
접촉했으며 이들 조직 중 260곳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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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팀의 활동: 
•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	 Washington Tipline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커뮤니티 의견을 
수집합니다.

•	 의회의 목표와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	 최전선에서 청소년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창설합니다.
•	 취약계층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희망을 
선사합니다.

2022년 3월부터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정부, 시 
기관 및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는 청소년 위원회, 위원단, 자문위원회 및 
연합과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거버넌스 구조,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 참여에 대한 보상 여부, 단체에 가입한 이유,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들 만남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팀은 HCD 모델 사용을 포함하는 Washington 
Tipline의 개발 및 시행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 
AGO는 입법부의 지시에 따라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를 소집합니다.18 이 위원회에는 보건, 행동 건강, 
공공 안전, 법집행, 교육구, 고등 교육, 법적 지원 및 아동 보호 서비스를 
대표하는 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현 자문위원회 회원 명단은 부록 C, 
1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목적은 AGO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Washington 
Tipline에 대한 위험 및 위협 평가, 의뢰 및 후속 조치, 데이터 보존 및 
기밀 유지를 위한 절차를 개발합니다(부록 C 참조). 위원회는 AGO에 
권고안을 제공하지만 정책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위원회에는 보건, 행동 건강, 공공 안전, 법집행, 

교육구, 고등 교육, 법적 지원 및 아동 보호 서비스를 

대표하는 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7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	 최상의 분류 관행을 사용하여 심각도, 긴급성 및 필요한 지원 
수준에 따라 제보 평가

•	 프로그램에 연락한 사람을 의뢰하기 위한 위험 평가
•	 제보와 관련해 즉각적인 비상 대응이 타당한 경우, Washington 

Tipline이 법집행 기관,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기타 
응급의료요원에게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위협 
평가

•	 학교 또는 고등교육기관 팀, 지역 위기 서비스, 법집행 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제보 관련 의뢰 및 후속 조치

•	 데이터 보존 및 보고 요건
•	 제보 제공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긴급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 허용

•	 프로그램 활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Washington 
Tipline 데이터의 체계적인 검토, 분석 및 보고와 프로그램이 주 
전역에서 형평성 있게 시행되는지 평가

자문위원회는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회의를 
갖습니다. 회의 의제 및 의사록은 Washington Tipline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9 회의 의사록 요약은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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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 진행 
보고서
AGO Youth Program Team은 Washington Tipline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관련해 조사 및 초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문위원회 회원은 정기적으로 각 유권자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자문위원회와 AGO Youth Program Team이 2022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준비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스템 일람표: Washington Tipline 의뢰 및 대응 절차를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지방, 지역 및 주 수준의 초기 시스템 일람표. AGO 
Youth Program Team과 자문위원회는 이들 시스템을 행동 건강, 교육 
및 공공 안전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	 긴급성 수준 및 제보 범주별 표: 이 표에는 긴급 제보, 중요 제보, 
비중요 제보 및 기타 제보의 정의 및 해당 그룹에 속하는 제보 범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안된 Tipline 순서도: 제보 대응 단계를 설명하는 도표. 제보 대응 
기관과 Washington Tipline에서 제보의 긴급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제보 범주 용어집: 각 제보 범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문서화합니다. 
이들 정의는 주 법령 및 그 밖의 서비스와 일치합니다. 제보 범주 
용어집은 Washington Tipline 콜센터 직원이 제보를 분류하고 청소년을 
적절한 서비스 및 지원에 의뢰하도록 안내합니다. AGO Youth Program 
Team과 자문위원회가 이 용어집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	 제보 범주 순서도: 제보 대응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도해. 여기에는 
콜센터가 제보에 대응할 때 수행하는 4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제보 범주 확인 - 콜센터 직원이 청소년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2.	 제보 긴급성 수준 결정 – 콜센터 직원은 제보의 긴급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추가 질문을 합니다. 

3.	 의뢰 - 콜센터 직원이 청소년에게 연락하거나, 이들을 적절한 
리소스로 의뢰하거나 보냅니다. 

4.	 제보 종료 - 제보를 받은 기관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하는 After Action Report(사후 보고서)20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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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
공급사 업데이트 및 프로그램 착수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AGO는 공급사와 계약하기 위해 경쟁적 
조달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공급사와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 
제보 접수 및 분류 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AGO는 2022
년 2월 14일에 정보 요청을 실시하여 이러한 유형의 작업을 위해 
잠재적 공급사들로부터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요청에서 얻은 정보와 자문위원회에서 개발한 절차를 통해 AGO는 
2022년 11월 8일 제안 요청에 착수했습니다. AGO는 경쟁적 조달 
결과에 따라 2023년 봄에 최종 낙찰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Washington Tipline이 가동되면 AGO Youth Program Team은 
프로그램이 AGO의 비전과 일치하는지, 주 전역에서 형평성 있게 
시행되는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AGO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 
2023년에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행동 건강 서비스, 법집행 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 제보 
대응자를 위한 모범 사례 툴킷 개발

•	 프로그램이 접수하고 대응한 제보를 검토 및 분석
•	 프로그램이 주 전역에서 형평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활용 및 제보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해법 제시  

•	 제보 대응이 적절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제보 대응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

•	 프로그램 홍보
•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권장안 조사 및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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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참여
AGO는 다양한 청소년 그룹이 AGO Youth Program Team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시행 및 평가 형성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공동으로 설계할21 것으로 예상합니다. 

AGO Youth Program Team은 청소년과 의미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권장안의 결과가 정책을 운용하고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훈련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습득하고 자신들의 활약과 전문 지식에 대해 사례금을 받게 됩니다. 
목표는 청소년들이 Washington Tipline을 그들이 신뢰하고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청소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AGO 및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에 권장안을 통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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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 – 워싱턴 카운티 거주 참가자

부록 B – Tipline 인종차별 반대주의, 청소년 중심 및 정신적 외상 근거 
비전

응
답
자

 지
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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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Tipline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정신적 외상에 근거하며, 청소년 
중심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래 정의는 AGO Youth Program Team에서 
작성했으며 내부 의사 결정 및 프로그램의 비전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종차별반대주의
인종차별반대주의는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문제, 우려 사항 및 정책을 
찾아내고 이를 근절 및/또는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필요한 학
습 및 탈학습에 대한 개인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활동 범위 내에서 모
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인식하고 해결하며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주의와 차별이 조직 구조, 정책 및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으며 항상 반인종주의 시각을 활용해 백인 우월주의와 차
별을 영속시키는 관행을 식별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청소년 중심
청소년이 프로그램 계획, 실행,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현
재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며, 가족, 친구, 이해관계자 및 그 
밖의 전문가와 연합하여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사
안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정비합니다.
정신적 외상 근거
정신적 외상은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경
험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Tipline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이 각자
의 삶에서 정신적 외상을 경험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 지식을 활
용해 정신적 외상이 재발되고 청소년에게 더 큰 위해가 되는 것을 방
지함으로써 정신적 외상에 근거하고자 노력합니다. 정신적 외상의 지
속적인 증상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고통과 문
제를 확인하고 완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정신적 외상
에 근거해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부록 B – Tipline 인종차별 반대주의, 청소년 중심 및 정신적 외상 근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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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Washington Youth Safety and Well-being Tipline 자문위원회 
헌장 

TIPLINE 자문위원회 

헌장

I.	 업무의 권한, 목적 및 범위

권한: 자문위원회는 Engrossed Substitute Senate Bill 5092(2021)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입법부는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이 2021년 입법 회기에서 (1)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2) 주 전역 Tipline Program을 개발 및 시행하도록 
자금을 책정했습니다. Tipline은 청소년 안전과 복지에 대한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일반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가용한 지역 리소스에 대해 배우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개인에 대한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Tipline Program과 자문위원회는 정신적 외상에 근거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목적: 자문위원회의 목적은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이 Tipline Program에 
대한 위험 및 위협 평가, 의뢰 및 후속 조치, 데이터 보존 및 기밀 유지를 위한 
절차 개발 시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범위: 자문위원회는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에 권고안을 제공하지만 
정책 또는 규칙 제정 기구는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	 청소년이 Tipline에 연락할 때 청소년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커뮤니티의 대응을 조정하기 위한 모범 사례 프로토콜 연구, 검토 및 
권장(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o 행동 건강, 교육 서비스 및 법집행 서비스 이용 
o 청소년 기밀을 유지하면서 대응 전문가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데이터 보존 및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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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수된 제보의 위험 및 위협 평가 절차
o 청소년이 제보 시,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

법무차관보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기관은 제안 요청을 
작성하며 Tipline 공급사와 조건을 협상할 때 해당 권고안을 고려합니다. 

기간: 자문위원회는 월 최소 1회 소집되어 2022년 6월까지 초기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 활동은 
2023년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다만,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며 위원회 대표에게 한 달 전에 통보됩니다.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은 2023년 1월 이후에도 자문위원회를 계속 소집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2022년 11월까지 회원들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II.	 회원
구성: 자문위원회에는 보건, 법집행, 교육구, 고등 교육, 법적 지원 및 아동 
보호 서비스를 대표하는 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성명 제휴 주 의회에서  
임명

보건
Diana 
Cockrell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워싱턴주 보건당국) 예

Kallie Kurtz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워싱턴주 보건부) 예

Kirk 
Williamson

Benton Franklin Community Health 
Alliance 아니오

Larry Wright
UW Forefront Suicide Prevention 
Center 아니오

Maithri 
Sarangam

Seattle Indian Health Board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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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Abigail 
Westbrook

Washington State School Directors’ 
Association 아니오

Chris 
Weedin

Washington Association of 
Educational Service Districts 예

Ella DeVerse
Washington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워싱턴 
공교육감실)

예

Liz Pray Washington Education Association 아니오
Roz 
Thompson

Association of Washington School 
Principals 아니오

Sam Loftin
Washington Student Achievement 
Council 예

Tanya Aggar
Washington State Parent and Teacher 
Association 아니오

법집행
Adam 
Wasserman

Washington Emergency Management 
Division(워싱턴 비상 관리부) 아니오

Brian George
Washington State Fusion Center 
(워싱턴주 융합 센터) 아니오

Carri Gordon Washington State Patrol(워싱턴주 
순찰대)

예

Kevin Fuhr
Washington Association of Sherriffs 
& Police Chiefs 아니오

민권
Karen Pillar TeamChild 아니오
아동보호서비스

Gavyn Tann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 
(워싱턴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

아니오

위원회 직원 및 계약자(의결권 없음)
Camille 
Goldy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Policy 
Division(정책과)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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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ssa 
Lacerda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Policy Unit 해당 없음

Erica Chang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Policy Unit 해당 없음

Monserrat 
Jauregui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Policy Unit 해당 없음

Sahar Fathi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Policy Unit 해당 없음

Linda Hoag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Information Services(정보서비스) 해당 없음

Megan 
Osborne

Maike & Associates 해당 없음

Michelle 
Maike

Maike & Associates 해당 없음

자문위원회는 회원 및 각 이해관계 유권자의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 회원은 프로젝트 활동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다음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정보와 입장을 공개적으로 정중하며 시기적절하게 전달함 
•	 새로운 사안이나 우려 사항 확인을 비롯해 적절한 경우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함

•	 자문위원회가 고려할 사려 깊은 아이디어를 제공함   
•	 열린 마음과 여러 다양한 관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평가함

•	 자문위원회 활동 관련 정보를 각 유권자에 전달하고 해당 유권자의 
정보를 수집해 자문위원회와 공유함 

•	 개별 회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문위원회와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협력적 성향을 유지함 

•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연결하여 합의를 향해 정진함
•	 자문위원회의 공동 목적과 공통 관심사를 반영하는 최종 권장안에 
선의로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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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회의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시간이 허용하는 한, 비회원 
참석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고려 중인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회의 진행자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III.	회의
 
회의는 90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의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습니다.
통지: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은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는 
통지를 발송하고 처리할 업무를 나타내는 의제를 작성합니다.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은 회의 안건을 2일 전에 발송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늦어도 
24시간 전에 안건을 전달할 것입니다.
투표 절차: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투표를 요청합니다.

•	 권장안에 대한 제안 요청
•	 모든 회원의 의견을 구하는 주제 관련 공개 토론
•	 토론에서 제기된 사실과 사안을 통해 잠재적 대안 도출
•	 토론이 끝날 때 주제와 관련된 미해결 사안 관련 피드백 허용
•	 최종 의견 요청
•	 각 회원은 제안된 권장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표하도록 요구됨. 
비밀 투표는 허용되지 않음.

회의 예절: 화상 회의의 경우 그룹 회원은 다음과 같은 회의 관행을 
실천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1. 말을 하지 않을 때 자체 음소거
2. 가능하면 카메라 앞에 있어야 함 
3. 이름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여 회의에서 호명되기를 원하는 이름과 
대표하는 단체를 게시함 

4. 배경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최대한 자제
5. 화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줌
6.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여 발언할 차례를 요청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행은 생산성이 다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다양한 관점 추구
2. 유연하고 열린 사고 유지
3. 발언자의 입장에서 경청 
4. 사람이 아닌 아이디어에 직면
5. 의견 차이를 제기하기 보다 질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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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 제한 준수
7. 합의와 공동의 목적 및 공통 이익을 위해 노력 

입장 진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자문위원회 회원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회의 전이나 회의 도중에 받은 입장 진술을 
자문위원회와 공유합니다. 진행자는 관련 토론 중에 회원이 표명한 입장 
진술을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진행자의 역할은 표명된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 자문위원회 회의는 화상 회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가상으로 
개최됩니다. 공중보건 환경상 대면 회의가 허용되는 경우, 회의는 
일반적으로 법무장관실에서 개최되지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화상 및 원격 회의를 통한 
참여도 제공됩니다.

IV.	 커뮤니케이션 

자문위원회가 수신한 모든 이메일 및 그 밖의 전자 통신은 관련 공공 기록법 
및 공개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 기록 보존 요건을 준수하려면 모든 비임시 
이메일 서신을 참조하거나 Clarissa Lacerda(clarissa.debarroslacerda@atg.
wa.gov)에게 참조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주로 자문 역할을 하지만, 자문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실무 그룹 회의 중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록: 이전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은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에서 작성하여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배포합니다.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회의록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i.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출석 회원 명부
ii.	 토론 주제 요약 
iii.	 제안 및 권장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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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2022년 회의 일정 및 위원회 진행 보고서

1월 12일
•	 워싱턴주의 Tipline 이력을 살피고 프로그램에 대한 AGO의 비전
을 제시했습니다. 

•	 그룹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Tipline 자문위원회 헌장 개요를 작성
하고 위원회 회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
했습니다.

•	 Open Public Meetings Act(OPMA, 공공기관 회의공개법) 및  
Public Records Law(공공기록물법)를 발표했습니다.

1월 26일
•	 자문위원회 회원들이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	 AGO 직원은 가장 많이 보고된 제보 범주, 의뢰 절차 및 습득된 교훈
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제보전화 개발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	 Department of Health(DOH)는 워싱턴주의 위기대응전화인 988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	 AGO 팀은 시스템 일람표 개념을 소개하고 위원회 회원들에게 주 
전역에 존재하며 Tipline 절차를 지원하고/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시
스템을 명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그룹 토의로 종료되었
습니다.

2월 9일
•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팀이 자문위원회에 팀의 사
명, 비전 및 가치를 포함하여 활동 내역에 대해 업데이트했습니
다. 발표에는 Washington Tipline을 위한 AGO의 청소년 참여 전
략도 포함되었습니다. 

•	 AGO 직원은 1월 26일 회의에서 추가된 시스템 일람표 위원회 회
원에 대한 요약을 발표했습니다. 

•	 위원회는 제보 범주 및 긴급성 수준 표, 순서도 제안에 대한 1차 검
토 및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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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Washington Tipline, 
의도한 결과, 커뮤니티 지원 활동의 목표, 기본 원칙,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전략,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청소년의 의견
을 위한 주제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2페이지 분량의 Tipline 지원
활동(부록 E)을 포함한 활동을 자문위원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	 AGO 직원은 Washington Tipline 정보 요청 절차의 개요를 발표하
고 2월 9일 회의의 피드백을 반영한 제보 범주 및 긴급성 수준 표, 
순서도 제안의 변경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	 위원회 회원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집단 시
스템이 제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중요 제보와 비중요 제보에 대
응하는 방법을 문서화했습니다. 

4월 13일
•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Washington Tipline
과 관련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집하는 청소년 설문조사에 착수하
기 위해 공급사와 계약하는 활동 및 과정에 관해 자문위원회에 업
데이트했습니다. 

•	 AGO 직원이 Washington Tipline 콜센터 공급사의 정보 요청 절차
와 관련해 위원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	 회의에는 위원회가 3월 이후 취한 조치 요약, 제보 긴급성 수준 하
위 그룹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5월 11일
•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청소년 주도의 자문
위원회, 위원단 및 이사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청소년 
설문조사 및 연구 정보를 비롯해 팀 활동을 자문위원회에 업데이
트했습니다. 

•	 AGO 직원은 4월 13일 회의의 피드백을 반영한 제보 범주 및 긴급
성 수준 표에 대한 변경안 요약을 발표했습니다. 

•	 위원회는 제보 범주 용어집 및 제보 범주 순서도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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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청소년 참여를 위한 
대안적 접근법에 대한 발표를 포함하여 활동에 관해 자문위원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청소년 참여를 위한 인간 중심 디자인 개념을 
소개했고, 팀이 이 모델을 사용하여 Washington Tipline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	 AGO 직원은 제보 범주 용어집의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
고, 5월 11일 회의에서 논의된 제보 절차를 검토했으며, 지금까지
의 전반적인 제보 절차 개발을 요약했습니다. 

•	 위원회 회원들은 제보 양식22에서 보고 싶은 정보를 AGO에 알리는 
Zoom 투표를 완료하고 사후 보고서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7월 13일
•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1차 청소년 설문조사 
및 청소년, 커뮤니티, 기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비롯한 
팀 활동에 관해 자문위원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	 AGO 직원은 6월 8일 회의에서 제안된 제보 절차, 제안된 제보 
순서도, 제보 양식 투표 결과 및 토론, 사후 보고서 및 심각도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자료 및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했습니다.23

•	 위원회 회원들은 각 제보 범주에 대해 권장되는 1차, 2차 및 3
차(적절한 경우) 의뢰 기관을 표시하는 의뢰 경로 설문조사를 
작성했습니다. 

8월 10일
•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1차 청소년 
설문조사(7월에 착수)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한 팀 활동에 관해 
자문위원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	 AGO 직원이 공급사의 RFP 개발 절차에 대해 위원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	 이 회의에는 7월 13일 회의의 토론 내용 검토, 의뢰 경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 Washington Tipline 콜센터의 잠재적 교육에 대한 1차 
토론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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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	 9월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AGO Youth Program Team은 자문위
원회 회원과 개별적으로 만남을 갖고 콜센터에 대한 교육 권장안 
및 리소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월 12일
•	 Vida Agency(Vida)가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AGO 직원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위원회의 진행 상황과 과정
을 기록한 Tipline 자문위원회 진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
서는 계약업체인 Maike & Associates, LLC에서 작성했습니다. 발
표는 Tipline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대한 
요약을 포함했으며, 1월 이후 위원회 활동의 일부로 발생한 문의 
사항, 우려 사항 및 토론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AGO 직원은 공급사의 RFP 개발 절차도 위원회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11월 9일
•	 AGO Youth Outreach & Engagement Team은 지난 12개월 동안 연
락한 조직의 수, 이들 조직의 소재지, 이들 조직이 연락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비롯한 팀 활동을 자문위원회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	 AGO 직원은 콜센터의 교육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9월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발표는 제안된 교육 위원회 회원 및 기
타 이해 관계자의 유형과 청소년으로부터 제보를 받게 될 개인에
게 예상되는 그 밖의 기술 및 지식을 포함했습니다.

•	 또한 회의는 데이터 수집, 평가 및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대
한 토론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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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 2페이지 분량의 Tipline 지원활동

소개
2020년 청소년 안전 및 복지 주 전역 보고 도구 작업 그룹의 보고서가 발간되고24  
예산 조건에 의해 승인된 후,25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은 주7일 24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주 전역 청소년 안전 및 복지 Tipline를 개발해야 
합니다.  Washington State Tipline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0~25세)은 관련 
리소스를 제공받거나 주 내에서 적절한 개입을 위해 분류됩니다. AGO는 
경쟁적 조달 절차를 통해 공급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확인된 공급사는 AGO
의 감독하에 Washington Tipline을 운영합니다.

의도한 결과
우리는 Washington Tipline이 비극과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안전 및 
복지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Washington 
Tipline은
•	 1년 365일 주7일 하루 24시간,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	 청소년이 문자, 앱, 웹 양식 또는 전화를 통해 연락할 수 있게 합니다.
•	 자신의 안전이나 복지에 대한 신고 또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다른 개인에 대한 신고를 위한 것입니다.

•	 정신적 외상에 근거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청소년 중심적 기관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커뮤니티 지원 목표
•	 관계 구축
•	 Washington Tipline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커뮤니티 의견 수집
•	 의회의 목표와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는 정책 수립
•	 최전선에서 청소년 관점으로 프로그램 창설
•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인 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BIPOC)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희망을 선사함

절차의 기본 원칙 및 전략
•	 커뮤니티 회원이 필요 사항, 우려 사항, 문의 사항 및 제안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

•	 BIPOC 집단, 장애인 및 행동 건강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합

•	 후속 대화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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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주제(일부 목록)
1)	 소외된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Washington Tipline 상호 작용을 위한 전략
2)	 부족한 대표성 및/또는 역사적으로 배제된 계층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한 전략

3) '안전', '안전한 공간', '위해', '자해', '위협', '위험' 및 '따뜻한 손길'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

4)	 형평성, 편견, 인종차별반대주의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교육 전략

안내 질문(일부 목록)
저희는 Washington Tipline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귀하의 역할과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2)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조직/커뮤니티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셨습니까?
3)	 귀 기관은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합니까?

4) Tipline 정책을 위한 귀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발 과정, 최종 결과 및 
정책 결과에 대한 우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5) Tipline 정책이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 특히 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6)	 우리 정책은 인종차별반대주의, 형평성, 포용성, 안전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7)	 귀하의 네트워크에서 그 밖에 누구와 대화해야 합니까?

커뮤니티 의견 통합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을 진척시키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보 긴급성 수준 및 제보 범주 언어에 대한 피드백 요청
•	 자문위원회에 의견 보고
•	 인종차별반대주의, 정신적 외상 근거 및 청소년 인지적 시각에 
부합하는 제보에 대응하기 위한 권장안에 대해 청소년이 알려주는 
최선의 모범 사례 툴킷 제작

•	 청소년 위기 대응 시스템에 의견 전달
•	 지속적으로 개선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제보 및 제보 대응에 
대한 데이터 수집

•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와의 대화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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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_Report_2020-2021.pdf 

•	 Safe Schools Maryland: https://schoolsafety.maryland.gov/Documents/
Reports-Docs/School%20Safety%20Annual%20Report-2021.pdf 

•	 OK2SAY Michigan: https://www.michigan.gov/documents/ok-
2say/2020_AnnualReport_MSP_ADA_ver13_724455_7.pdf 

•	 Safe2Say Something Pennsylvania: https://www.safe2saypa.org/
wp-content/uploads/2021/08/2020-2021-Annual-Report-FINAL.pdf 

•	 SafeUT Utah: https://safeut.org/sites/g/files/zrelqx271/files/media/
documents/2021/2021%20SafeUT%20Annual%20Report%20-%20
Optimized.pdf 

•	 Safe2Tell Wyoming: https://www.safe2tellwy.org/_files/ug-
d/91152c_37d1ee65236c44d29d28b8f421b5e6ac.pdf 

•	 Safe Oregon: https://2a92d64405.nxcli.net/wp-content/up-
loads/2021/11/SafeOregonAnnualReport20202021.pdf 

•	 SafeVoice Nevada: https://www.leg.state.nv.us/App/InterimCommittee/
REL/Document/16089 

17: 확인된 청소년 범주: BIPOC, 장애인, 과거 수감자(사법 제도와 상호 작
용), 위탁 보호, 홈리스, 이민자,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영어 유창성 
제한), LGBTQIA2S+, 저소득층, 군인, 신경발달 장애, 난민(망명자), 농촌, 도
시 및 농촌 원주민 커뮤니티, 연방 인정 부족, 십대 부모
18: ESSB 5092 – 67th Legislature (2021-2022): Making 2021-2023 fiscal bienni-
um operating appropriations. https://lawfilesext.leg.wa.gov/biennium/2021-22/
Pdf/Bills/Senate%20Passed%20Legislature/5092-S.PL.pdf?q=20220824093727
19: Tipline Advisory Committee(TAC, Tipline 자문위원회). (2021). 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https://www.atg.wa.gov/Tipline-Adviso-
ry-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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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후 보고서는 제보 대응자가 Tipline을 통해 접수한 제보를 어떻게 처리했
는지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타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afe2Tell Wyoming: https://www.p3tips.com/DispoForm.aspx?ID=334
•	 OK2SAY: https://www.michigan.gov/ok2say/panel-square-images/out-

come/ok2say-outcome-report
21: 공동 디자인이란 개발 및 실행 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도 적합하도록 개발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와 함께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절차를 부정하지 않
고 공유된 힘, 참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다듬고 발견하는 과정을 수용합니다.
22: '제보 양식' 또는 '웹 양식'은 제보 제공자가 제보전화에 제보 내용을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타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afe2Tell Colorado: https://www.p3campus.com/tipform.aspx?ID=789 
•	 Safe Oregon: https://app.safeoregon.com/ 
•	 OK2SAY Michigan: https://ok2say.state.mi.us/
•	 FortifyFL: https://getfortifyfl.com/Tip.html 
•	 SafeUT: https://safeut.med.utah.edu/tip 

23: 청소년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지 평가
하기 위해 다른 주 및 Washington School-based Threat Assessment(워싱턴 학
교 기반 위협 평가) 프로그램의 제보전화에서 사용되는 질문 
24: 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Bob Ferguson. (2021년 7
월). Youth Safety and Well-being Statewide Reporting Tool Work Group. https://
agportal-s3bucket.s3.amazonaws.com/uploadedfiles/2020%20Tip%20Line%20
Report.pdf 
25: ESSB 5092 – 67th Legislature (2021-2022): Making 2021-2023 fiscal bienni-
um operating appropriations. https://lawfilesext.leg.wa.gov/biennium/2021-22/
Pdf/Bills/Senate%20Passed%20Legislature/5092-S.PL.pdf?q=20220824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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