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워크샵

아동에게 안전한 국제개발협력 만들기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해 및 적용

일

시

2017년 5월 26일(금요일) 09:50 ~ 18:00

장

소

홍대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니콜라오홀

주

최

협

력

아동권리실무그룹

- 목차 프로그램

---------------------------------------------------------------- 5P

아동 세이프가드 이해 1- 국제개발협력과 아동보호

-------------- 7P

아동 세이프가드 이해 2-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 27P
‘Keeping Children Safe’ 매뉴얼을 중심으로
아동 세이프가드 적용 1- 아동 세이프가드 적용사례 ------------- 43P
아동 세이프가드 적용 2- 직무별 아동 세이프가드 적용하기
참고자료

---------------------------------------------------------------- 89P

- 프로그램 시간
09:50 – 10:10
(20’)
10:10 – 11:40
(90’)
11:40 – 12:30
(50’)
12:30 – 13:40
(70’)

내용 / 발표자

세부 발표 내용
등록 및 소개

/신재은 (KCOC 정책센터 부장)
아동 세이프가드 이해 1- 국제개발협력과

아동보호

/남상은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옹호팀장)
아동 세이프가드 이해2-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Keeping
Children Safe’ 매뉴얼을 중심으로
/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동 세이프가드 적용 1 –
아동 세이프가드 적용 사례
13:40 – 15:20
(100’)

후원서비스 (플랜코리아)
캠페인 및 이벤트 (기아대책)
미디어 (월드비전)
기관정책 (굿네이버스)
사업 내 적용 (세이브더칠드런)

15:20 - 15:40

Q&A

(20’)
15:40 -16:00

휴식

(20’)
16:00 – 17:30

아동 세이프가드 적용 2 –

(90’)

직무별 아동 세이프가드 적용하기

17:30 – 18:00

KCOC 아동권리실무그룹 소개 및 마무리

(30’)

/신재은(KCOC 정책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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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세이프가드 이해 1

국제개발협력과 아동보호
(남상은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옹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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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زীѱ উೠ Ҵઁѐߊഈ۱ ٜ݅ӝ

Ҵઁѐߊഈ۱җ ইࠁزഐ

թ࢚
֙ ਘ ੌ
ਘ٘࠺ Ҵઁࢎসࠄࠗ ৪ഐ


ݾର
ইࠁزഐ ѐ֛
ইࠁزഐ Ҵઁӝળ
ѐߊഈ۱ীࢲ ইࠁزഐ ਃࢿ
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о٘
ೠҴ ѐߊഈ۱ ۅݓীࢲ ইزਸ ਤೠ ࣁо٘ ਃࢿ
ইࠁزഐܳ ਤೠ ਗҗ о٘ੋۄ

 W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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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ѐ֛
 ই ۆز
ਬূইزӂܻഈড ઁ ઑ
ইߧ زਤ חౠ߹ ߨ ۽ٮਵ ۽ೞ ঋ חೠ ࣁ ݅ө ۽ೠ
"DIJMEJTSFDPHOJTFE BTBQFSTPOCFMPXUIFBHFPGZFBST
VOMFTTOBUJPOBMMBXTSFDPHOJTF UIFBHFPGNBKPSJUZFBSMJFS

 WVI


ইࠁزഐ ѐ֛
 ইࠁزഐ ۆ
 ইزী ೠ ߑ  ஂ৬ ۱ ߑ ߂ ݽٚ ઙ ܨইزӂܻী 

ೠ ࠁഐܳ ೠӝ ࠁ Ӓ о ইزӂܻ  ೞա
(MPCBM1SPUFDUJPO$MVTUFS$18( 
 ইزী ೠ о ઑഒ ই ز֢زо Ү ࢎഥীࢲ о೧ח
ࢿ ߂ न ۱ਸ ನೣೠ ݽٚ ഋక ஂ৬  ܳನೣೞ ؘח6/
 ই۞ زೠ о೯ਤࠗ۽ఠ উೞҊ ࠁਸ ߉ਸ ࣻ ח
оীࢲ ࢿೞѢա Ѫ ࠛоೡ ҃ উਵ ۽ন ࠁഐܳ ߉ਸ ࣻ
 חӝഥܳ ઁҕೞ ח١ ࠁ ա ജ҃ীࢲ ইزী ೠ ࠁഐо ܖযח
Ѫਸ ೠ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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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ѐ֛
 ਃ ইࠁزഐޙӝҳٜীࢲ חইࠁزഐܳ җ э ೞҊ 
9 4BWFUIF$IJMESFOইزٜਸ  ஂ ߑ ߂ ۱ਵࠗ۽ఠ ࠁഐೞӝ
ਤೠ ۚҗ ҳઑ
9 6/*$&'ইزী ೠ ۱ ஂ ࢚স ࢿஂ ੋन ݒݒই ز֢ز
ৈࢿೡ۹৬ ઑഒ ١ ਬ೧ೠ ҙण ನೣী ࢲݏӝ ਤೠ ߑҗ 
ҟ ѐ֛  ب ࠺بਵ ۽о೧ חਤ೧ IBSN ࠗ۽ఠ ইزਸ

ࠁഐೞӝ ਤೠ ୍ ଼ ળ о٘ੋۄҗ ର
9 8PSME7JTJPOইزীѱ ঈೱਸ  חஂ ߑ ݽ ٚ ഋక
۱ਸ ߑೞҊ ೞӝ ਤೠ ݽٚ ߑߨ
9 0YGBN৬ ߑ ١ ইزীѱ о೧ݽ חٚ ਬഋ ۱ਵࠗ۽ఠ ইزਸ
ࠁഐೞӝ ਤ೧ ݃۲ ػഝ ز ࢎস


ইࠁزഐ ѐ֛
 ইز ۆ
ইزনਭ ଼ਸ Ҋ Ѣա ইزҗ न܉ҙ҅ী Ѣա
ӂ۱ QPXFS ਸ о ࢎۈী ೠ ݽٚ ഋక न ࢲ  ܳೣ
ইزী ೠ ݽٚ ഋక न न ۱  ࢚೧ ࢿ  ܳನೣೠ ݽٚ 
ߑ ஂܳ ೣ $3$$($
ই زѤъ ࢤઓ ߊ ߂ ׳ઓষࢿী ೧ܳ ՙѢա
Ӓ۞ೡ оࢿמਸ ୡېೞࢿ חߑ  חژ
ࠁഐ క݅ ࢚স  חژӝఋ  ݾஂ ١
ਬഋਵ ۽աఋթ ࣁ҅ࠁѤӝҳ
ӂ۱ ইز۱  ೨ब
۱җ  חӂ۱ ೯ࢎ ӂ۱ թਊী ೧
ߊࢤ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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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ѐ֛
 ইز ਬഋ


न 



न 



ߑ ߂ ਬӝ



ࢿ



ইز֢ز



ইੋزनݒݒ



ই زҵࢎ زਗ

ইزীѱ ೧о  חغ ҙण
ই ز֢زઑഒ '(. ߥ о ߂ Ү


ইࠁزഐ ѐ֛
 ইز ೱ
 ইز৬ ߑ ই زन ੋ х ߂ ࢎഥ ߊ׳ী ࠗੋ ೱਸ ળ
ҕѺࢿ ࠛউх ࢲઑ ӝ מগ  णগ ١ Ѿҗܳ ୡېೠ
"8"/"$IJME1SPUFDUJPO1PMJDZ5SBJOJOH 
 ҃  ইزীѱj
9 ఋੋҗ न܉ҙ҅ ഋࢿী য۰ਸ ળ
9 દ଼х ֢࠙ ծ ই ઓх ਗੋ ػ
9 ঌৢҗ ড ة ޛਫ਼ ਤਃੋ ػ
9 ࢼधগܳ ୡېೠ
9 زա  ਗੋ ػ

 WVI

 ইز חпੋ ೱ ࡺ ইࢤ  ۄפগী Ѧ աఋզ ࣻ 
 ইز ೖ೧ ই زೱറ  ܲ ژ۱ ೖ೧о غѢա о೧о غ
 חѾҗ ۽যӝ ب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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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Ҵઁӝળ *OUFSOBUJPOBM$IJME1SPUFDUJPO*OTUSVNFOUT
 ਬূইزӂܻഈড 6/$3$ ఖ ֙ ߊബ ֙
5IF6OJUFE/BUJPOT$POWFOUJPOPOUIF3JHIUTPGUIF$IJME
 ই زӂܻܳ ࠁೠ ୭ୡ Ҵઁઑড
 ইزਸ ࠁഐ  ࢚ইੋ צрਵ ࢲ۽о חӝࠄ ӂܻ৬ ਬী ೧ ӂܻ
ੋ ۽ध
 ޙҗ ѐ ઑ೦ ই زӂܻղਊ ࢎҴ ইزӂܻࠁഐ  ޖ
ইزӂܻਤਗഥ ࢸ ߂ ࢎҴ ഈড೯ ࠁҊ  ޖ١ ӏ

ইز
୭ࢶ

 ѐҴীࢲ ࠺ળ Ҵ ઁ৻
 ਗ ࠺ର߹ ই ز୭ࢶ  ࢤઓ ߂ ߊࠁ ׳ ଵৈ
 ই  زӂܻ ࢤઓӂ ࠁഐӂ ߊ׳ӂ ଵৈӂ

ࢤઓ ߂
ߊ׳
॰ࠃ

ٵ५ش



6/$3$ӝࠄਗ

ইࠁزഐ Ҵઁӝળ *OUFSOBUJPOBM$IJME1SPUFDUJPO*OTUSVNFOUT
 ਬূইزӂܻഈড 6/$3$ ղ ࠁഐӂ ઑ೦
ઁ ઑ ইزӂܻ ࠁഐܳ ਤೠ ࠗ ଼җ ޖ
ઁઑ ժ৬ ࠛߨ ࣠ Ә
ઁઑ ݽٚ ഋక ۱ਵࠗ۽ఠ ࠁഐ
ઁઑ о হ חইزী ೠ ࠁഐ
ઁઑ ੑনইࠁ زഐ
ઁઑ դইࠁ زഐ
ઁઑ ইز֢زਵࠗ۽ఠ ࠁഐ
ઁઑ ೧۽ ডࠗ۽ޛఠ ࠁഐ
ઁઑ ࢿ ஂࠗ۽ఠ ࠁഐ
ઁઑ ੋनݒݒ৬ ਬܻࠗ۽ఠ ࠁഐ
ઁઑ ݽٚ ஂࠗ۽ఠ ࠁഐ
ઁઑ ইߧزદী ೠ ࠁഐ
ઁઑ ੬ ࠙੬ ࢚ടীࢲ ইࠁزഐ
ઁઑ ஂ ۱ ೖ೧ইރ زҗ ݃ ഥࠂ
ઁઑ ҕೠ ౸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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ݽٚ ഋక ۱ਵࠗ۽ఠ
ਬ۽ ই زӂܻী ҙೠ
ਤਗഥ ੌ߈֤ಣ 
5IFSJHIUPGUIFDIJMEUP
GSFFEPNGSPNBMMGPSNTPG
WJPMFODF $3$$($ 



ইࠁزഐ Ҵઁӝળ *OUFSOBUJPOBM$IJME1SPUFDUJPO*OTUSVNFOUT
 ݽٚ ഋక ۱ਵࠗ۽ఠ ਬ۽ ই زӂܻী ҙೠ ਤਗഥ ੌ߈֤ಣ 
5IFSJHIUPGUIFDIJMEUPGSFFEPNGSPNBMMGPSNTPGWJPMFODF $3$$($ 

 ਬূইزӂܻഈড ઁઑ  ೦ী ೠ ࣁࠗࢸݺ
 пҴ ࠗ חইزਸ ݽٚ ഋక न न ۱  ࢚೧ ࢿ  ܳನೣ
ೠ ݽٚ ߑ  ஂࠗ۽ఠ ইزਸ ࠁഐೞӝ ਤೠ ߨ ೯ ࢎഥ Ү
ਭ ࣻױਸ ъҳ೧ঠ ೣ 6/$3$"SUJDMF
 ইز۱ ৬ ইز۱ Ӕਸ ਤೠ Ҵо ޖ৬ ଼ਸ ҳਵ ۽ӝ
ࣿೣ



ইࠁزഐ Ҵઁӝળ *OUFSOBUJPOBM$IJME1SPUFDUJPO*OTUSVNFOUT
 ইޖ ز۱ جଵৈী ҙೠ ࢶఖࢲ ఖ ֙ ߊബ ֙
0QUJPOBM1SPUPDPMUPUIF6OJUFE/BUJPOT$POWFOUJPOPOUIF3JHIUTPGUIF$IJMEPO
UIFJOWPMWFNFOUPGDIJMESFOJOBSNFEDPOGMJDU

ইزҗ ࢿஂ ੋ ۽ઁޙ೧ 6/ ઁࢶఖࢲܳ ఖೞৈ ࣁ ݅ ইز
  ߂ ޖ۱ଵৈܳ Ә
 ই ߂ ݒݒࢿ ݒݒزই ޛۆزӏઁী ҙೠ ઁࢶఖࢲ
ఖ֙ ߊബ֙
0QUJPOBM1SPUPDPMUPUIF6OJUFE/BUJPOT$POWFOUJPOPOUIF3JHIUTPGUIF$IJMEPO
UIFTBMFPGDIJMESFO DIJMEQSPTUJUVUJPOBOEDIJMEQPSOPHSBQIZ

ই ݒݒزই ߂ ݒݒࢿزইޛۆزী ೠ ҳ ӏઁ৬ ъ۱ೠ ߥ Ҵઁ
ҕઑ৬ ೖ೧ ইࠁزഐܳ ݾਵ ۽ೞࢶઁ חఖࢲ
 о оೠ ഋక ই ز֢زӔী ೠ Ҵઁ֢زӝҳ ഈড ഐ
*-0$POWFOUJPO$PODFSOJOHUIF1SPIJCJUJPOBOE*NNFEJBUF"DUJPOGPSUIF
&MJNJOBUJPOPGUIF8PSTU'PSNTPG$IJME-BCP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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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Ҵઁӝળ *OUFSOBUJPOBM$IJME1SPUFDUJPO*OTUSVNFOUT
 ੋ بഝ زद ইࠁزഐܳ ਤೠ ୭ࣗӝળ ֙
.JOJNVNTUBOEBSETGPS$IJME1SPUFDUJPOJO)VNBOJUBSJBO"DUJPO

 ੋ بഝزഅীࢲ ইࠁزഐ ഝ زӝળਸ оઁ ۽द
֙ Ӗ ߥ۽ইࠁزഐ ਕఊӒܛীࢲ ݃۲
 ୭ࣗӝળ ݃۲ ਃݾ
9 ইࠁزഐ ೧ࢎрী ҕ زਗਸ ࣻ݀ೞҊ ઑਯਸ ъച
9 ইࠁزഐࢎস  ъച৬ ܳ ా೧ ইزী  חೱਸ ઁҊ
9 ইࠁزഐ ഝزী ଼ઁ ࢿޖҊ

ইࠁزഐ Ҵઁӝળ *OUFSOBUJPOBM$IJME1SPUFDUJPO*OTUSVNFOUT
 4%(T৬ ইࠁزഐ
• ৈইী ೠ ݽٚ ਬഋ ର߹җ ۱ਸ Ӕ
• ъઁ ֢زҗ ইੋزनݽ ݒݒٚ ഋక ইز֢زਸ ઙध

• 4%(Tࢿ׳ਸ ਤೠ ਃ ੋ ӝসٜ ഝ زਬূইزӂܻഈড ળࣻ
(PBM ࢿಣ١ ݽٚҔীࢲৈࢿ߂ৈই࢚ܳਵ۽ೞݽחٚഋకର߹ਸઙधೠ
(PBMੋनݒݒ৬ࢿஂ߂ӝఋਬഋஂܳನೣೞৈ ҕ߂ࢎੋীࢲৈࢿ߂ৈই࢚ܳਵ۽ೞח١
ݽٚഋక۱ਸহঙ
(PBMઑഒ ъઁѾഒ ৈࢿೡ۹١ݽٚਬ೧ೠҙ೯ਸহঙ
(PBMDݽٚࣻળীࢲࢿಣ١җৈࢿ߂ৈই۱ചоܖয۾بѼҊೠ଼җद೯оמೠߨউਸఖೞҊ
ъചೠ
(PBM নੌܻ৬҃ઁࢿ пҊബҗੋઑܳా೧ъઁ֢زਸӔೞҊ അ౸֢ઁ৬ੋनݒ
ܳݒઙधदఃҊ ߽ࣗ֙߂زਗਸನೣ೧ооೠഋకইز֢زӘ߂Ӕਸࠁೞ֙ ݴө
ݽٚഋకইز֢زਸઙधदఅ
(PBM ಣച܂Ҋನਊੋઁب৬ࢎഥ ࢎߨഛࠁ ই࢚زਵ۽ೞח ஂ ੋनݽ ݒݒٚഋక۱
߂Ҋޙਸઙधद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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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Ҍ ࠙੬ դ ١ ࢚ട ইࠁزഐী ౠ߹ ஂডೞ
 ѐبҴ ஂডҴ҃  ߂ Ҵоࣻળ ইࠁزഐदझమ࢚ਵ۽ডೞ
 ইز ࠼Ҍ դ ߂ ࠙੬ ١ী ࢚ടীࢲ ౠ߹ ஂড WVMOFSBCMF ೞӝޙٸী ইࠁزഐী
ೠ ࠁ֫  ࣻળ ӝળ ݃۲غযঠೠ
  ݺ ݅ ߔ ֙ݒইੋ زनݒݒೞৈ ֢زஂܳೞҊ ٜ  ݒݒࢿ חࣻী
ъઁ زਗغҊਵ ࣻ ݴѐߊ࢚بҴীࢲੌযդ
 ࠗݽоহѢա  കܻझ ߑী ೠ ই زগইز١ ࢿஂ ߂ ۱ী ౠ ஂড
ೞ
 դ ࠙੬ ࢚ടী ೠ ইࠁ زഐ ݒ חઁޙ बпೠࠁ ߂ ݽࠗ ח ؘഐࠗ۽ఠܻ࠙
҃ חغо ࠼ߣೞӝޙٸ

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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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㨥㟯⋛☹⋮⎏㞉㙥▶▶㔦Ⓚ㛾⋕⏬⋦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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㠏⏈㟯㛾⒌㞉⒌㕗㗯㕖╺Ⓡ㛄⏅㛾㗯㙣☝㢑⊢⊮㞿␆⒖㛾㙣▟㛬□㞇◞㝶⌗㢷㨬⑼㪪⌶㟸◞㞇⏲㦷㛄
㞇Ⓚ㞇㛸㪪㞇㛄㞇Ⓚ㝵㠏㠑㟯㞷㞉⒌╡㜪㟯⌽╺㨔 㛞㝕 ▗㔈㝳◘㦫㘇㣌▗⎤▶㞊㝶㨬㪪㨞㝶⍼㔄
㞊㨥⒌▩㝕⏍㠗㔈㞷㩉㞶㞉☶㙚㝛㦝㗧 㫗㫛㫉㫅㫘㪪㫗㫌㫓㫔☬␆⒖㡯㣀⋹㞠 ☷㞇㛸⑱⋎㞇㪪
㞉⒌㜪⏲㦷㗋㞇㞂⌘⋧㝵㫏㫑㛾㞇▔㠏▩⌘⋧⋧㕷㙜㨜⋮㜒⌘⊢Ⓡ㛮㝵㠏㞶㨬㪪☛⌘◺㕖⒌⏲㦷①⌘㞇
㞉㙥▶▶▗⌸㞸㨜⍁㝢㨥㞷╕㝶㨜㠏㛈⋮㕷㦶㨥㜱㪪⏲㦷㞉⌦㢑㞉㩚⋧㕀⋈☬㞉⌗㩛⒖㜉⌗㘀㥞㞂㛄⏈Ⓖ㥉
▲㝵╡㞇㥞㥼㙥㛾☸☸㠏㠑㝳╡ 㛄㞇Ⓚ㞂 㞉㙥▶▶㜪 㟏㩐 裣贏 㞇⒥Ⓖ╂㠏⋕ 㛸☹⋮㠏㞶㨬
҃ೱनޙ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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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নೠ ೧ҙٜ҅ ഝزҗ ଵৈо ਤӝਃੋਵ ۽ਊೡ ࣻ 
 নೠ ইࠁزഐ Ҵઁӝળٜ ѐߊഅীࢲ पബࢿ ѱ غز ঋই ࣻ֙р
নೠ ҙ۲ٜী ೧ ইز ೖ೧ ࢎ۹ ߊࢤ
 पઁߧࢿ ۽દٜ ইߧزદܳ ܰӝ ਤ೧ ѐߊױٜী ࣗࣘغয ਗ 
 ਗࠉࢎ ۽അী т ӝഥܳ ֢ܻӝ بೞ۞ ؘחೠ അ࢚ ইزਸ ਫ਼
ੋ ਤী ֢दః חѾҗܳ ୡېೣ
 ੌࠗ ѐߊഈ۱ ҙ۲ٜ न ӂ۱ਸ ইزஂܳ ਤೠ ࣻױਵ ۽ঈਊ
 $IJME8JTFী  ݶܰٮ
9 ֙ թইदই ॳա ࢎ۹
௲ૉ٘ےীࢲ݅ ߧࢿ ݺદٜ ೖ೧ ഝزо ۽ਗ
9 ֙ ࢲইܻ դ ࢎ۹
ࢲইܻ դীࢲ ѐ ӝҙ  ݺഝزоٜ Үਭ ध ডಿ
١ ҳഐޛಿ әઑѤਵࢿ ۽ҙ҅ܳ ਃҳ೮


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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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بਗ ߂ ѐߊഈ۱ അীࢲ ੌযաח
ইز۱ Ӕਸ ਤೠ Ҵઁࢎഥ ֢۱
 ֙ Ҵীࢲ ೠ ਗઑױী ೠ ইࠁزഐ ஜ೧ ࢎѤ റ ѐ ӝҙਵ ۽ҳ
ࢿ ػ,FFQJOH$IJMESFO4BGF חۄো ҳࢿೞৈ ഝز
 ֙ ࢿ  ࢿ ߂ ஂࠗ۽ఠ ࠁഐܳ ਤೠ ౠ߹ઑী ҙೠ ਬূࢎޖ୨
Ҋद ߂ 6//(0ਗ ೯زъ۸ بੑ
 ਗઑӝҙ ߂ ѐߊഈ۱ ӝҙٜ t଼" ࢿޖDDPVOUBCJMJUZ uী ೠ ҙब ૐ



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ই ೯ ੋ ঠӝj
ࡧ߽୕ࡧऌ˰  ࣡آۺଢ ࣵ߂ːۭր ֵ σ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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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ѱੌ بযզ ࣻ ੌ חjযੌ  ݶযաҊ ੌ חj
ӣ00ॿ" חӝҙ য় ػېҊঘ റਗ֙ ࣻр Ӓ חन റਗইزਸ ߑޙ೧৳
য וզ ӣ00റਗо ইزীѱ ਬ೧ೠ ܳ ࣗೞҊ ਬನೠ ഇ҃ ۽ ઑࢎܳ
߉  ࢎ חपਸ ঌѱ ژغೠ ୭Ӕ ࢿੋ  ػറਗইزীѱ नਸ ݅ա۞ ৢ
ࣻ  ۾بৈ࠺ܳ әೞӝ ب೮

#ӝҙ ࣻبীࢲ ೯ חغইزӂܻ ೯ࢎী ইزٜਸ ଵৈदఃӝ ਤ೧ ইٜਸ ؘܻҊ
ੌр ࣼ߅ೞ ೯ࢎܳ ݃ റ #ӝҙ ਗ ೯ࢎ ӝр  ਗࠉࢎ ইزਸ 
೮߉ ܳࠁઁ ݺ חѱ غ

$ӝҙ 1Ҵীࢲ %җ ഈ۱ೞৈ ৈইٜਸ ਤೠ ࠁѤࢎসਸ ೯ೞҊ ࢎস द
غҊ ѐਘ դ दীࢲ %ਸ ా೧ Ѽࢎࠉ ػо ࢎসী ଵৈೞҊ  חೠ ৈ
ইীѱ Үਭݾݺ חۄਵ࢚ ۽णਵ୶ࢿ ۽೯ਸ ೧ৡ Ѫਵ ۽ঌ۰


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 о٘
 ѐߊഈ۱दࢎഥীѱ ইزਸ ਤೠ ࣁо٘о ౠ߹ ਃೠ ਬ
 ѐߊഈ۱ दࢎഥо  ഝزੋ ୭࠼ѐبҴ ஂডҴ ҃ ࢎഥࠁഐदझమী
ೠ ইࠁزഐ ࢎѤ ߑ ߂   ডೣ
 ੋр ࢎഥѐߊ ਃ ࠙ঠ ۽ ߂ ইزٜҗ  ୢ ࠼ߣೣ
 ݃ਸױਤ ഝ ز ߂ ইزٜҗ ഈ۱ਸ ాೠ ࢎস ೯ ࣻ
 ࢲۄٮইࠁزഐӂ ஜ೧ ߑҗ ࢎѤߊࢤ द ଼  חܳ ਤ೧
ইزਸ ਤೠ ࣁо٘ܳ ӓਵب ۽ੑೞ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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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о٘
 ѐߊഈ۱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о٘
ইزਸ ਤೠ ࣁо٘ ۆ
ਗী ೠ  חژӝҙ  ߂ ࢎসࣻ೯ ݽٚ
җীࢲ ই ز೧ܳ ੑ ঋࠁ ۾بೞ חӝҙରਗ ଼ਸ ೣ

 ইزਸ ݽٚ ೖ೧ ߂  ਤਵࠗ۽ఠ ࠁഐೞ ݴ
ই زউ ۰࢚ חغട ߊࢤೡ ҃ ҙ۲ Ҵী
ܳ ࠁҊೡ ࣻ ݒ חழب ્פੑਸ ೣ

 WVI 

ࡓғָ ࡿࢴٵҕ  ࡿ߳ۉETQUUEWVVKPIVJGOG

߂ѭؼୋ ଋԸ̍ԋ

߂ѭʬ ߄ࢴଛ રચμ

߂ѭʬ ߄ࢴ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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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о٘
ইزਸ ਤೠ ࣁо٘ ӝࠄ ਗ
 ݽٚ ইز ਤਵࠗ۽ఠ ࠁഐ ߉ਸ ੌزೠ ӂܻܳ оҊ 
 ݽٚ ࢎۈ ইزਸ ࠁഐೡ ଼ਸ оҊ 
 ইزਸ ਤೠ ࣁо٘৬ ҙ۲ݽ ػٚ ഝز  ࠁޖই ز୭ࢶ 
ਗী ӝ߈೧ঠ ೠ

 ѐߊഈ۱ӝҙ ೣԋ ੌೞҊ ഈ۱ೞҊ ࢎস р ೱਸ ߉ݽ חٚ ই
زਸ ࠁഐೡ  ܳޖо
 ఋӝҙҗ ഈ۱ೞৈ ࢎসਸ ೯ೞ҃ ח ց ӝҙ ژೠ ইࠁزഐ ୭ࣗ
ӝળਸ ળࣻೞ ۾بӂݶೡ ଼ 



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о٘
ѐߊഈ۱दࢎഥ ইزਸ ਤೠ ࣁ о٘ ݾର द
 ݾ
9 ইزী ೠ ଼ ࢿޖъച
9 ਤӝҙܻ ରਗীࢲ ইزਸ ۱ਵࠗ۽ఠ ࠁഐೞӝ ਤೠ ࣁ о٘݃۲
9 о ࢎഥ ղ ইࠁزഐ ੋधઁҊ
 ਃղਊ

9 ইࠁزഐ೯زъ۸ ਗ ੋఢ ਗࠉࢎ ഈ۱ ١
9 ইࠁزഐ ࢎѤߊࢤী ࣻ ܲٮणߑউ
9 ইزҙ۲ ഘࠁ о٘ੋۄ
9 ইࠁزഐ ੋधઁҊ৬ Үਭ
9 ੋب ߂ ѐߊ ࢎস ղ ইࠁزഐ ܨച ߂ গ٘ࠁழद ഝ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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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о٘
ইزਸ ਤೠ ࣁо٘ بੑҗ ਊ 


ইࠁزഐ

ই زೡ ࣻ  חਤ ߊࢤਸ ߑ  ୭ࣗച ೡ ࣻ 


ਗ ߂ ҙ҅ ࠁഐ
ݽٚ ਗ ߂ ҙٜ҅ ইزਸ ೡ  ٸ೯ࣻزҗ
ই زউ ҙ۲ ग ߊࢤ द ઑ ߑߨਸ ഛೞѱ ੋೞѱ ػ



ӝҙ ߂ ӝҙ ৻नࠁ ب܉ഐ

 WVI 

ೠҴ ѐߊഈ۱ ۅݓীࢲ ইزਸ ਤೠ ࣁо٘ ਃࢿ
 Ҵઁѐߊഈ۱ӝࠄߨী ݺद ػ0%"ӝࠄन
rѐߊ࢚بҴ ࠼Ҍхࣗ ৈࢿҗ ইੋ زӂೱ࢚ ߂ ࢿಣ١ पഅs ઁઑ
 0%" ૐঘী ࢎ ܲٮস ӏݽ৬ ߧਤ ഛ
 0%"о ؘইزҗ ਵ ۽ҙ۲  חҮਭ ࠁѤ ١ ࢎഥѐߊ࠙ঠо
֫ ࠺ ର
 ୭Ӕ Ҵઁѐߊഈ۱  নച
 ࠗ ࡺ ই ۄפ/(0दࢎഥ ӝস 
҅ ١ ѐߊഈ۱ ٜ নച
 ѐߊഅী Ѽੋ۱ ૐо
 ഘࠁ 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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ʎࢉ८ࡕ߾۰ ଥߞ ଟ ʨ

࣏ऐ८ࡕ߾۰ ଥߞ ଟ ʨ

ʎࢉ८ࡕ߾۰ ଜए ֆ߅ߞ ଟ ʨ

࣏ऐ८ࡕ߾۰ ଜए ֆ߅ߞ ଟ 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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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ਤೠ ਗҗ о٘ੋۄ
ইࠁزഐܳ ਤೠ ೯زӏড #FIBWJPS1SPUPDPMT 

%0
9 ইزҗ Ӓ оٜਸ ઓೞҊ ઓষೠ ઓ ۽ৈӟ

9 ই݈ زী ӈ ӝੋ
9 ইزҗ न ୢ द ইࣘ زೠ ޙച ӏߧী ೧ ഛ ੋೠ
9 ইزҗ ࣗా द ইࠛ زಞ೧ೞѢա ই زӒ݅ೞۄҊ ೡ ҃ ױೠ
9 ই ز೯زਸ ઁ೧ঠ ೡ ҃ ӛ࠺ ݴ۱ੋ ߑߨਸ ࢎਊೠ
9 ӝҙਸ ೞۈࢎ חਵ ࢲ۽न ೯زী ೦࢚ ଼ਸ 
9 rࢿੋ ݺ فsӏਸ ః ۾بೠইزҗ ҙ۲ ػഝزਸ ೡ ٸী ੋࢿ ࢚ ݺ
ҙܻೞ ݴ೦࢚ ܻܳ అ
9 ইࠁزഐ ஜ೧ࢎѤ ߊࢤ द ҙ۲ ઑࢎ ର ղࠗ ߂ ৻ࠗ ܳ ܲٮ


ইࠁزഐܳ ਤೠ ਗҗ о٘ੋۄ

%0/s5
9 ইزҗ  ل ױ ঋח
9 ইزਸ ী ؘ۰оѢա ೧ ۽Ӓ۔ա ഝ ৻ زҕрীࢲ ݅ա ঋח

9 ౠ ইزਸ ಞগೞѢա ౠഌܳ  ঋ חѐੋਵޛࢶ ۽ਸ  ঋ ח
9 ই ز زহ ࢎ ୫ೞ ঋח
9 ࠁഐ  ߈ز ࢎ  زহ ࠛਃೞѱ ইܳ ഓ ۽ରী క ঋח
9 ইزਸ Ҋਊೞৈ উ ੌਸ Ѣٜ ۾بೞѢա न ਸ ࣼࣗઁ ۽ҕೞ ঋח
9 ইزীѱ ݽਸ  ח೯ਸ ࠺܃ೞৈ ࠗೞѢա ۱ੋ ݈ਸ ೞ ঋח
9 ইزਸ ܻٸѢա न о೯ਤܳ ೞ ঋ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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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ਤೠ ਗҗ о٘ੋۄ

%0/s5
9 ইزীѱ ݽх  ࢿഇয়хਸ ࠗ חೠ ݈ա ೯زਸ ೞ ঋח
• ࠗೠ য ࢎਊ न ӂਤ৬ ࡂ ܳޖ೧ ইزਸ ҃ݷೞѢա ੋѺਸ
࠺ೞदఃݽ৻ ݈ חী ೠ ࢿ ࠺ਬա ಣо ಁࢸ ١
• ࠗೠ दп ೯ਤ ৻ࢸੋ Ӓܿա ࢎ բࢲ ۆ౸ ޛ١ਸ ѱदೞ
Ѣա ࠁৈ חѪ ౠ नࠗਤܳ Ҋਵ֢ ۽ೞ ח೯ਤ ١
• ࠗೠ नୢ ੑٍ ݏীࢲ ԑউӝ গ ޖഅ ޙചӏߧীࢲ ߩযդ
नୢ ೯ਤ
9 ইزীѱ  ߓ ܨডޛਸ ઁҕೞ ঋח
9 ইزҗ ࢿҙ҅ܳ ݛ ঋח
9 ࠛߨ ݴਤೠ ೯زী ই৬ ೣԋ оೞ ঋח


=॰˅?߂ѭଚл أشݢ
ਬഋ

ૐ࢚ ߂ ೯ز

न 

 ݨച࢚ Ҏ  ܽޛҴ ৻࢚
৻࢚ী ೧ ѐোࢿ ծ ࢸ ݺ ࢸ ݺഥೖೣ
 ৻࢚ী ೠ ߉ ܳܐ ঋҊ ߑغয 
؊ զॿী بӟ ৩ਵ ۽नܳ оܿ
ӈоܳ ԁ۰ೞѢա ࠗݽীѱ োۅೞ חѪਸ फযೣ
ఋੋীѱ ҕѺ  աѱ ߑয
೧೯ਤ
ਃ ۽хա ਗੋਸ ঌ ࣻ হ ాࠂ ח

न 

न न ߂ ࢲߊן ׳
֫ ࠛউх
݈ ܻוѢա যগо 
ծ ইઓх
աѱ ߑযѢա ҕѺ

ড ޛ ঌة
ޛѤਸ  ശ ח೯ਤ
೯زগ
Ѣ݈ਸ ೣ
݅ೞҊ ۱ ݒ ডೣ

 Ѿध
؊٥ ࢿ
ޛѤա धޛਸ ശ ח೯ਤ
 ਤࢤࠛ  զॿ ҅ী ࠗೠ ࠂ

 Ѿࢳա Үী פ ঋ
ծ ইઓхҗ ࢎഥࢿ
ড ޛ ঌৢ ة

ߑ

ࢿ

 աী ೞ ঋ ࢿੋ ೯ز
 न ৻࢚
ই҅ױ ׳ߊ زী ೞ ঋ ೯زա క ߈ੌ ب೯ ࢿ ز೯ ز١
ষঈ &KLOG3URWHFWLRQ7RRONLW 2[IDP$XVWUDOLD ߾۰ 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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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GFSFODFT
•
•
•

•
•
•
•
•

6/  r5IF6OJUFE/BUJPOT$POWFOUJPOPOUIF3JHIUTPGUIF$IJMEs
(FOFSBMDPNNFOU/P  5IF3JHIUPGUIF$IJMEUP'SFFEPNGSPN"MM'PSNTPG7JPMFODF
6/ 6OJUFE/BUJPOT   r5PXBSEB8PSME'SFF'SPN7JPMFODF(MPCBM4VSWFZPO7JPMFODFBHBJOTU$IJMESFOs
/FX:PSL6/
6/*$&' 6/$IJMESFOsT'VOE   r#FIJOE$MPTFE%PPST5IF*NQBDUPG%PNFTUJD7JPMFODFPO$IJMESFOs(FOFWB
6/*$&'
"VT"*%  r$IJME1SPUFDUJPO1PMJDZs
,FFQJOH$IJMESFO4BGF$PBMJUJPO  r,FFQJOH$IJMESFO4BGF5PPMLJUs
0%* $IJMF'VOE"MMJBODF  r5IFDPTUTBOEFDPOPNJDJNQBDUPGWJPMFODFBHBJOTUDIJMESFOs
0YGBN"VTUSBMJB  r$IJME1SPUFDUJPO5PPMLJUs
4BWFUIF$IJMESFO  r/P0OFUP5VSO5Ps

•

5IF$IJME1SPUFDUJPO8PSLJOH(SPVQ  r.JOJNVNTUBOEBSETGPS$IJME1SPUFDUJPOJO)VNBOJUBSJBO"DUJPOs

•
•

8PSME7JTJPO  r$IJMESFOJO&NFSHFODJFT.BOVBMs
8PSME7JTJPO  r8PSME7JTJPOsT'SBNFXPSLGPS"DUJPOUP4USFOHUIFO$IJME1SPUFDUJPOs

•
•

ਘ٘࠺  rೠҴਘ٘࠺ ইࠁزഐ଼s
Ҵઁѐߊഈ۱рഈഥ  rইزӂܻࠁഐܳ ਤೠ ٣যо٘ੋۄs

•

ইࠁزഐ଼ ਕࢪ tইزীѱ উೠ Ҵઁѐߊഈ۱ਸ ٜ݅uܐ  

•



хࢎ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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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세이프가드 이해 2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Keeping
Children Safe매뉴얼을 중심으로
(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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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 ࢄۼଋɹғ ࢄଢ 

߂ѭʬ ߄ࢴଛ ࣌ऍ րҗ̘


ȟ-GGRKPI%JKNFTGP5CHGȟ֍Њ߯ࡳ ࣵࡰݧԸ

জԹࡆߪ یոࢄ࢟Ь ؽऌࠥ ْؿ߳ۉୋ߳ۉબ࢝ ࢄ۱ࠏ

߂ѭࡳ ଛ ࢄۼଋɹғԁ!
߂ѭࡳ ଛ ࢄۼଋɹ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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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
ϗ ࠒ˲߾۰ ࡕ࣏Я߾ ࢂଞ ߅Ѱ ؿଥ یʢࢇ
ˈؿѹ ࢇ୯ ě.HHSLQJ&KLOGUHQ6DIHࠉоĜɼ ˱۽ѻ

%JKNF5CHGIWCTFKPI5VCPFCTFUCPFJQYVQKORNGOGPV
VJGO 
߅Ѱࡶ ࡢଞ ࢇۿɼҖ ࣱ̛ࡶ ࣐ଜ̛ ࡢଥ ߭Ӂ ࡁܕ
Қࡶ ʉ߭ߞ ଜЕए߾ оଞ ʎ˘ࢶࢉ ࢽ˓ࢿ ؿ
߅Ѱࡶ ࡢଞ ࢇۿɼҖ ࣱ̛ ܹվ ࢇ ଭࡶ ࡢଞ ઉ˕ ی
Է ࢿ˓
ɼࢇҖɼ ؈ɾѹ ࢇԎ ࢷ ࡳࢶ˃ۿԻ ܹ ؒࢂ ̛˗˕ ܹ ঊ
ָࢂ ࢷחɼҚࢇ ࢇ ઉੇࡶ ࡈଡ


߂ѭࡳ ଛ ࢄۼଋɹғԁ!
ࢎऐࡕ̛˗ ࡋࠒܹ߶یଭ ҟࢂ ֻҘ ࠒࠇ߾۰ ߅Ѱࢇ ଥձ ए ߉ѦԼ
ࢠؿଜЕ ̛˗८ࡕࢂ ॺࢎࡶ ࢂଡ
ई߅Ѱࡶ ֻҘ ଔଥ  ଝоࢂ ࡢଵࡳԻٕਫ਼ ؿଜֲ߅Ѱࢂ ߇ࢷࡶ ࡢ
ଜЕ ۘଢ଼ࢇ ؈ۢଟ ˁࡉ ࢶࢸଞ ̛˗߾ ࢇձ ˈؿଟ ܹ Е ࢿࢂ Ѧ
ࡶ ࢂଡ
߂ѭࡳ ଛ ࢄۼଋɹғࡿ ࣔଟࢳ ࢸ̏
ऐࡕܹ߶یଭ̛˗ࡋࠒ ҟࢇ ߅Ѱࡶ ࡢଵ߾ ڃઝռ ܹ ࡸࡶ ࢇଥଜˈ
ࢇࠪ ˗ଞ ࢜ࢢࢶ ࡢଵࡁࢉࡶ Ь ܹ ѦԼ ߅Ѱ߾ʯ ߇ࢷଞ ̛˗ࡶ
࣏۽ଥߞ ଡ

ࡢଵࡁܕձ  ߾ࢷیш քࢇ ্ࠖଟܹԼ ш քࡵ ࡢଵࡶ ࠖ؏ଟ ܹ 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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ଲࡿ ࢺࡿ
߅Ѱ ߦࢂ ॺࢎࡶ एˈ ʠΟ ߅Ѱ˕ ݦՇ˗˃߾ ʠΟ ̀ࡢ 3RZHU ձ
ɼऑ یԆ߾ ࢂଞ ֻҘ ࢂ ݦࢶࢽ۰ࢶ ଝоձ ࢂଡ߅Ѱࢂ ʢʈ
࣑ۢ؈б  ߾۽ߵ࣑ ଥձ ΗʠΟ ̐Ԝଟ ɼМ ࡶ۽টԎଜЕ ࢶ۽ଝо
؏ࢎ ӖЕ  ࢂؿփۘ߶ࢶ ӖЕ ̛ ּࢶࢂ ९ী ҟࢂ ࡪࡳԻ Ο
Χ
Ü ݣࢳ ଚлऍࢸࢳࢄʝΜ ࢙࢟ࢳࢆ ݣࢳ ଢҳն̘୕ࢌ ەட̘ Ҝ
Ü  ࢳۺଚлۺପ ɹг ʅ࠾ࡧѣײࢄ ࢆࢳۺऌ ϝ Ҝ
Ü  ۺ६ঽٖːࢺଛ ˽Ԭ ˔ˀ ࡿଛ  ۺ६ঽଟࡿଙ ࢄՙऎ ପ ૣଞ
Ü ،ࢋ ؼ ୋր নܒଛ ଔ࠾ଛ ʥ ࣌५ স࣍ݡਾऌ ׀ଙʝΜ ࡰࢳؽԸ ݡב
Ü ࢺۭࢳ ଚлٵଙָୃ५࣌شԿࢳлࢳࢄʝΜ ʝْࢳࢆ лࡸ

Ü  ࢳ߳ە६ঽࢄࢅࡳ ঽଙ̘ ଛ ֹࢳࡰԸ ϝѭୀ࢝ Ҝۭ ߂ѭ ६ঽ



࢙࢟ࢳ ଲ࠾ܒ
ۉԴ 
ୃए Χऐࡕࢇ ʼଜʵЬֲ ֲ ɾࢂ உɼձ ࡁঐବЬ
߲ց ୯ ̐ࢂ ٕݦɼ  ࢉۑʨࢇ ؉ୁ࣌Ь

Ü ̛˗ࡵ ଭѰʈԶॹࡈ ࢸ८ˬŘୱ˕ ΰٕ ৲Тৼࢇ ܊ҟࡶ ଥ
ऐࡕࡕ ˃˗یهҟ߾ ࢂଞ ߅Ѱଝоɼ ࡈࢉѸए ߉ࡸࡶ ָଜ
ʯ ଥߞ ଞЬ
Ü ̛˗ࢂ ऐࡕࡕ˃˗ ̛  یهҚࡵ ̛˗ ΰ ܹ߶یଭ ˕ࢽ߾۰
ࢻঠଜЕ ߅Ѱࡶ ؿଟ ࢂהձ ɼओ ڸփ ߅ТԂ ߶ۘ ࠹ הଢ଼߾۰Ѧ
߅Ѱࡶ ؿଟ ॺࢎࢇ ЬЕ ࢺࡶ ָ ଥߞ ଞ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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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ࢳ ଲ࠾ܒ
ۉԴ 
к߅ ࡵ˗̛ ࢂݦѰҚࡶ ࡢଞ ؏˕୯ˬࠒࡋ ࡶݨଜˈ Ьˬࠆॳ ߾ݨଜˈ Е ଞ
ࠆ߅ɼ жк߾ʯ  ࢂݦ˱ձ ʡࢽଜЕ ࢇߞ̛ձ ߭ϪߑЬ˱Е ଝˬձ 
࣯ ʼ۱ଜˈ ख߾۰Ѧ ɼষଞ ۘԂˈ ଞЬ˱Е ख߾ ࡳִ ٙଭଜ̛ Ҷ߾ח
Ѫ߅ɼए ߉Е ʨࢇˈ ɼষଞ  ࡶݨیϼ˱߾ʯѦ ֆଜए ֆ߅ ࣲ ʨࡶ ٕବЬˈ ଞ
Ь̐ ࠆ߅Е ؏˕୯ˬ ݨжк ऐࡕ߾ʯ ˱ࢂ ࢇߞ̛ձ ٸԻ ए࣯Ѹۘଢ଼ࢇ
Ο߅एѦԼ Ѧࣲࠪ ܹ Еए ߹יЬ

Ü एࠇیୣ ΰ߾۰ ؈ۢଞ ߅Ѱଝо یʢࢇ ̛˗ࢂ ܹ ߶یଭࢇΟ ࡋࠒ߾
̛ࢉଞ ʨࢇ ߅ХएԂѦ ̛˗ࡵ ߅Ѱଝоɼ ࢂݪѸЕ ࢇ߇یΟ ࢿݨԻ
؈ۢଞ یʢ߾ оଥ ˈؿଟ ॺࢎࢇ Ь
Ü ࢸ ˈؿ८Е एࠇیୣ Яࡢ߾۰ ʼࢽѸ߭ߞ ଜֲ ߾ࢽ˕ی࣏  ˈؿ۰
߅Ѱ˕ ̐ ɼ࣐ࢇ Ӗ Ьհ ࡢଵ߾ ঈଜʠΟ ীߟଞ ۘଢ଼߾ Ϫࢇए ߉ѦԼ
ࢶࢸଞ ߇ΰࠪ एࢇ ࢿ˓Ѹ߭ߞ ଞЬ


࢙࢟ࢳ ଲ࠾ܒ
#߂ѭʬ ߄ࢴଛ ଋԸࢽચ  ଋԸ̍ԏ ̘ୡ
 ࢂѦࢶࢂٸѦࢶ ࠒଯ߾ оଞ ˈԮ ଗࡁ
 Ի̐Ԓࢇ ΰ૦ଜЕ ࡢଵࡁࢉ ૡɼଜࠆ ࢶࡈ
$ ऍࡒࡒ˔  ۉلˀҗ ࡿଢ ۟ѵВ ଲ ࣯ࢄ̘
 ˈࢂࢶࢉ ଭࡢ ӖЕ ߅Ѱଝо߾ оଞ ࢇଥ ٕ࣐ࡳԻ ࢉଞ ࡢଵࡶ ࣲࢇ̛ ࡢଥ
ଭѰʈԶॹࡈ ࢸ८ˬ ҟࡶ ଥ ߅Ѱଝоɼ ࡈࢉѸए ߉ࡸࡶ ָ ଥߞ ଡ
% ߂ѭʬ ߄ࢴଛ ପ  ۉѭ ࡈࠏଙ̘
 ɼ࣐एࠇیୣɼ ߅Ѱࢂ Ѱ ॳࠆձ ࠒଜए ߉ʠΟѰ ̛ݤɼ ٕࢶࢸଟ ܹ
ЬЕ ࢺɼ࣐ࢂ ؿձ ҿΟ ࢈ܺଜए ߉ࡵ ࢠ߾ܕ۰ Ѱଟ ˁࡉ ࠖ؏࣏ɼ
ଗࡁଜЬЕ ࢺ ҟࡶ ˈԮଥߞ ଡ
& ײҞߪۭ ߂ѭࢺؼծ ЩՔ ҳ ࣬ࡿଙ̘
 ٕࢶࢸଞ ࢇए Ϡষࢇए߾ ૦ଡѹ ࢽؿԻ ࢉଥ ߅Ѱࢂ ࢽ ؿϠষ ࣯ࢂ
 ֻٕߦ Ѱࢂ ଗܹ

' ऌࠄۉୠࡿ ߂ѭଚл ۉʟ ˅ؼଙ̘
 एࠇیୣ ΰ߾۰ ؈ۢଞ ߅Ѱଝо یʢࢇ ̛˗ࢂ ܹ ߶یଭࢇΟ ࡋࠒ߾ ̛ࢉଞ ʨࢇ
߅ХएԂѦ ̛˗ࡵ ߅Ѱଝоɼ ࢂݪѸЕ ࢇ߇یΟ یʢ߾ оଥ ˈؿଥߞ 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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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KPI%JKNFTGP5CHG̘࣮ࡿ ɹऌ ࠏࠄ
̘࣮ ࢺॷ
̛˗ࢇ ߭ӊʯ ߅Ѱࢇ ࡢଵ߾ ঈଜЕ ʨࡶ ࠖ؏ଜˈࢶࢸଜʯ оࡻଥ
ߞ ଜЕएձ ֆଥ ࣯Е ࢽॺࡶ ʎ؈ଞЬ

̘࣮ ࢆԬ
̛˗ࡵ ऐࡕ˕ ˗˃߾ оଞ ָଞ ॺࢎ˕ ̛оձ ٕࠆଜˈ ̐Қࢇ
؏߾ ҬԂ ࢇଥଜˈ ଭѰଜѦԼ ѮЕЬ

̘࣮ ࢵ५
̛˗ࡵ ࢷࡳࢶیԻ ࢶࡈѸЕ ߅Ѱ ࢇۿɼҖձ ࡢଞ ࢸ८ ࢇଭࡶ ଜ
ࠆ ߅Ѱࡶ ؿଜЕ ˁࡶ ࣏۽ଞЬ

̘࣮ ॷۺב
̛˗ࡵ ߅Ѱࡶ ࡢଞ ࢇۿɼҖ ؏߇ࡶ ֻТਫ਼րଜˈ ʦੵଞЬ



ࢇࡒ
.&6ࣱ̛ࡵ ߅Ԏࢂ ࡕ߾ ̒ʠଞЬ
 ֻҘ ߅Ѱࡵ Ѱҟଜʯ ࡢଵࡳԻٕਫ਼  ؿ؇ࡶ ˽նձ ɼऑЬ
 ֻҘ یԆࡵ ߅Ѱࡶ ؿଟ ॷࢋࡶ ɼऑЬ
 ̛˗ࡵ ଡ͉ ࢊଜʠΟ˗˃ձ ֙ʠΟ̛˗ࢂ ߶ࠒ ࢂࠒࡋ ࠪהଯࡶ ؇Е
ָҕ ߂ѭࡳ ؼୋଜ ࡿבձ ɼऑЬ
 ̛˗ࢇ  ̛˗˕ ԯଜЕ ˁࡉળઝο ̛˗ Ӗଞ ߂ѭؼୋ নࡶ࣮̘ ܒ
ࣱܹଜѦԼ एࡕ ଟ ॺࢎࢇ Ь
 ߅Ѱࡶ ࡢଞ ࢇۿɼҖࠪ ˗ѹ ֻҘ Ѱࡵ ؿ߸הЬ ߂ѭ নࡆ۱ ࢄ
ࢅࡿ ࡒ߾ ̛؆ଥߞ ଞ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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ऌࠄ५ࡒۭ ̘࣮ ࢳࡅଙ̘
ֻ ࡵࣱ̛ قҘ ۘଢ଼߾۰ ࢶࡈ  б ۽ɼМଜѦԼ ۽Ѹ߹Ь̐ԜΟ ˲ɼ ࡵ एࠇ
ࢂ ۘଢ଼˕ ֑ԃ߾ ҬԂ ࢇଭଜ̛ ߭Ԯࡌ ܹЕ Ь
 ˲ΰࡳئԻ ࢠؿѸए ߉Е ۘଢ଼߾۰ ࣱ̛ࡶ ࢶࡈଜˈ ݨଭଥߞ ଟ ܹ Ьࠖձ Қ
߭ ϠѰରࡈࠉԶࢇ  ۿփࢉ एࠇ˕  ۿփ ߅ѰѦ ଢࡳࢶئԻ ࢊଟ ܹ एࠇ
ࢇ ࢿחɼ Ѻ ܹ Ь̍ԙΜ ࢄԙଛ ʾࡆѣ ̘˔ࡲ  ۭ࣮̘ ؿଲࡰԸْਜ਼
ؼୋଢߛ ଙВ лײ ۼ ࡲەր ָҕ ߂ѭࢋࡳ ̘߫ଢߛ ଙ֯ ̘˔ ऍࡒҗࡲ ࢄ
̘࣮ࡳ ࣮ܶଢߛ ଛЩ

 ऌࠄ ҩӿ ˔ە ˒ݞࢄ ֍ࡆ Щߣଜऌӿѣ ̘࣮ࡲ  ࢳ୕הୌࡲ ەࢳ છۺ
ҩӿ Щիʬ ࢳࡅѵʝΜ ஙۮѵऌ ߆ࡵࡳ ֵٔட ଢߛ ଛЩ
 ߂ѭࡳ ଲ ڀચնВ ˔ପࡲ ʹਊ ࡅࢆѵߪۭВ ߄ ѶЩ
 ̛˗ࡵ एࠇࢂ ۘଢ଼߾ ֍ʯ ࣱ̛ࡶ ࢶࡈଜЕ ফ۴ࢂ ؏ ܖܕ˕ئऐࡕ˕ ˗˃Қ
߾ʯ ߭ҿଞ ଭѰࡶ ࡁ˱ଟ ʨࢉए̐չˈ ߅Ѱ߾ʯ ߇ࢷଞ ̛˗ࢇԂЕ ݦՇձ ߱
̛ ࡢଥ ߭ӊʯ ଥߞ ଜЕए ҟࡶ ٗ Ϣࢂଥߞ ଞЬ



-%5̘࣮ ࢄପࡿ ࢄࢷ
 ߂ѭࡳ ؼୋଜ ܶ ࢎЩ
߅Ѱࡶ ࠬࢷଜʯ ؿଟ ܹ Е ࣱ̛ࡶ փҚ ܹЕ ߷एփ ࢇ ࣱ̛ࡶ ࣱܹଡࡳԻ߅ ނ
Ѱ߾ʯ ଥձ Е ࡢଵࡁܕձ ফܕ ଟ ܹЕ Ь

 ̘˔ ऍࡒ˒ ˔ˀҗࡳ ؼୋଜ ܶ ࢎЩ
ࢇԜଞ ࣱ̛ࡶ ࢶࡈଡࡳԻֻ ނҘ ऐࡕ˕ ˗˃Қࢇ ߅Ѱࡶ ߭ӊʯ оଥߞ ଜЕए
߅Ѱࢇ ࡢଵ߾ ঈଟ Ҷ ߭ӊʯ оঈଥߞ ଜЕए ָଜʯ ࢉएଟ ܹ ʯ ѹЬ

 ̘˔˒ ̘˔ࡿ ળࡳ ؼୋଜ ܶ ࢎЩ
ࣱ̛ࢂ ࢶࡈࡶ ଥ ߅Ѱࢂ ߇ࢷࡶ एੁЕі ଲݦଜЕ ̛˗ࢇԂЕ ࢽָ ࡶ۽ ଟ
ܹ ˈ߅Ѱࡶ ؿଜЕ ֻࡳ˗̛ ࢉࢶإԻ չ̡ ଟ ܹ 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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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ԁ!
߂ѭࡳ ଛ ࢄۼଋɹғ ̘࣮
̘࣮
̘࣮
̘࣮
̘࣮

ࢺॷ
ࢆԬ
ࢵ५
ॷۺב



߂ѭࡳ ଛ ࢄۼଋɹғ
̘࣮ ࢺॷ
߅Ѱ߾ʯ ࠒଯࡶ ࣯Е Ѱࡶ ଜЕ ̛˗ࡵ ߅Ѱࢇ ࡢଵ߾ ঈଜЕ ʨࡶ ࠖ؏ଜˈ ߅Ѱ ࢇۿɼҖࠪ ˗ѹ ࡢ
̛ؑࢿ ࢇ߇یѺ ࢸࢶ ݤଞ оࡻ ࣱ̛ࡶ ࢿݤଜЕ ߅Ѱ ߾ؿоଞ ָଞ ࢽॺࡶ ցଟ ଗࡁɼ Ь

ࢺॷܶջ̘ୡଙ̘
• ̛˗߾۰ ࢇ ɼएˈ
Е ࢽॺ˕ ࢸ८ ɼࡋ
і ߅Ѱ˗ ࠪؿѹ
ΰࡈ ࠬؿଟ ٕٗࡶ ળ
߆ଞЬ
• ࢽॺ ցࡶ ࡢଞ הݨ
̐ՙࢇΟ 7)ձ ˱۽ଜ
Е ʨࢇ ࣚЬ
• ̛˗ ΰ ࣯ࡁ ࢇଥкی
Қࡶ ળ߆ଜˈ ϼɼ
ࢽॺࢂ ܹվ ࢇଭ߾ ૦
ଡѸ߭ߞ ଜˈ ࣯ɼ
Ѹ߭ߞ ଜЕए ָ
ଞЬ

ࢺॷۺۭהଙ̘
• ߅Ѱࢽॺࡶ ҏ؇ଟ
ܹ Е ̛˗ࢂ ̛࣑
ࢽॺ˕ ࠉ˃Ѹ߭ߞ
ଞЬ
• ࢽॺࡵ ऐࡕ˕ ˗˃
߾ оଞ ଭѰ ʈԶ
ࡶ ૦ଡଥߞ ଞЬ
• ָ ࢇଥଟ ܹ 
Е ߯߭Ի ۽Ѹ߭
ߞ ଞЬ

ࢺॷࢆݠଙ̘

ࢺॷɻଙ̘

• ̛˗ࢂ ˁࠒऑ˕ ࢇی
ୣ߾ ࢂଥ ࢉݣѸ߭ߞ
ଞЬ ࢇЕ ࢽॺ߾ оଞ
չш ˕ݫएࡕࡶ ࢂ
ଞЬ
• ࢽॺ߾ оଞ ࢽ̛ࢶ ʦ
ੵࠪ ࠒଯૡɼ ˃ࡶ
ܹվଞЬ

• ୣࢂ ݨҟ ˓ࢶࢉ ࢠ
 ߾ܕ૦ݛਫ਼ ࢷݤଜ
̛
• ࢇए߾ ʯݤଜ̛
• ˃ߟ۰ ߟ۰߾ Ѱ
هଜ̛
• ୯ࡕ оۘ ̛˗ ܕ
ʎ ݤָ ߾ॺࢽ ݤѹ
୯ࡕࢂ ॺࢎ ۶ָ
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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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
̘࣮ ࢺॷ
ࢺॷ ֹ५ ࠓݡ


ۭה



ࢺॷ۱߬ࢋॷהɹ



߂ѭؼୋଚл  ̘ лଛ ̘˔ࡿ ࢺࡿ



ଲ ࠾ ܒર߃ଲ ʾʀ



ॶࡅ ݘ ݡնЧ



ପѭ̊ߜପѭʅԳ



˩ࡨ୮ԭ



߄ࢴଛ ଋԸ̍ԏ ̘ୡ



৯רП৹ࢄ܇ɹࢄғӿࢆ



˔ն ॷࢋ



࣌ۉۉʟ лࡸ



ࢄପ˒ ʣੲ


߂ѭࡳ ଛ ࢄۼଋɹғ
̘࣮ ࢺॷ

&Q&QPğV̘࣮ 
  ̘˔ࡿ ߂ѭؼୋ лଛ ࢺॷࡳ ॰˅ଙѵ̍лԸ اΔऌВ փӿ
 ࢺॷࡳ ܶջଙ˅ ߇ն̘ ଙࠃ ˔ԭ ऍࡒҗ˒ ୃԬଙӿ
 ଞ͆ ࢇଙВ ߂ѭࡳ ଢ ߂ѭ୕ࢳ  ࡳࢴրҗߪ ࢼːଙӿ
 ॷۭߑ ەր ࢺॷࡳ վԭଙऌ փ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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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ԁ!
߂ѭࡳ ଛ ࢄۼଋɹғ ̘࣮
̘࣮
̘࣮
̘࣮
̘࣮

ࢺॷ
ࢆԬ
ࢵ५
ॷۺב



߂ѭࡳ ଛ ࢄۼଋɹ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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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㓄 いộᢌ⒬⟴䄸 ᠀⌨ ㌕⟴៵㈠ộ㉘
ᡬ䁘ᤰ
 ᤰ᠀ いộ⟴䄸㌕㝅バ Ḁ䁜 ᡐ㈡7<
 ⮬⍀㊐ ⟴䄸 䂉ộ᜕⌹ ✏ ộ㉘Ⱌ
 いộ⟴䄸 ộ㉘Ⱌ
WV KOREA 5

দࠏ
ࠏ ەদࠏ

ࠏ ەओ

• ⮬䆌⟵㓀⮬䄄㓀㓁㇐ ộ䂉
 ☸䅔㌁ ⛼ᜐⰱ
 ⮬⍀ᜀ㌕いộ㉘ ⷬ⒬㌁ え㌕ 㓀㇐

• ㉸㰰⣰ⷜ ㏼㉘㌐
 ⛼ᜐ䁜 㓈☸ ⷜ ㊥Ⲍ 㲵㌜
 ᱸ㢜 ㌕Ễバ Ḁ䁜 䁩㉘ ⮬㓄 㠬ⷜ

WV KORE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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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ܛ

• ㉸ⷝ⟄ ㌕⟴ ㌜ᝰ
ⷤ▅ ✏ ᝰ㏼㓀

، ܛ୬
୬߳ۉܓ

୬ ˒ʹܓঽ࢟

• 䇄ⲍ㓀㇐ 䄑㉘ ✏ ⷤ䂉
 ⮬⍀ ᷹ᷴ㊐ᤰ᠀㉄ 㲵䁜 㓀㇐
 ⛸—ゴᱸ㢜⍜ ㉸䁜 ⮬䇄䂥 ㄈ㤡 ✏ Ḁ㉑㝅 Ⓢ⌨

• ⷜ㞭㊐ ✏ 䇄㇐㊐ ☸㉘ ㉑Ḁ

WV KOREA 7

 ߂ѭࡿ ߲࣎˽ ˒ۺն ࣎ࣵ
 ߂ѭ ؼ ୋࡿ ࡿࣵ࣎ۉ
 দࠏࡰԸ ࢆଛ ۉ୬ ଢ ࠓ،

 ୀऌ ऌࠄ ࣵ࣎ ࡿ୕ה
 ୃԬ̘˔  ऍࡒ ࣎ࣵ
 ࢳࢵଛ দࠏ ୗʾ ࣌ۺ
WV KORE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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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سଛˀࢷ

•
•

いộ⟴䄸⑼ ㈄䁜 ᮴⢀ 䀄⍜ⰸ
ⶤ ㌕ᡐ䅔 ✏ ⢀Ⱌᜄ 䄑ヅ ᜕
䅔

•
•

ᷨᤰ㌁ ⛸ⱘ ^[㊥ᤰ㌁ ✩䂥ⰱ
ᤰ᠀ⷤ☴㊐⍜Ⱌ㉘ ロ䁠㉘ 䁜
ោ

いộ⟴䄸バ Ḁ䁜 ㌜㊑㓄㉘ ㉴
䁴Ễ 䂥⯁

WV KOREA 9

 ̘ ݥۉଛ ࢺؼ
ࢴЮ  ପѭ ঝˮ

 Щɺࢳࢆ ݡ۱ۭ
߂ѭࡿ ָࠃؼ ࡳݞ
̘࣬

 ୀ࢝

߂ѭ  ࢼऎ
 ۭࢄۉӔӔଛ ֍
ʋ ࠄଜ ଙ̘

WV KORE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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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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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ইزਸ ਤೠ ࣁо٘ ೧ ߂ ਊ
 Ә

ইࠁزഐ଼ ۆ
• ইࠁزഐ଼ $IJME1SPUFDUJPO1PMJDZ  ۆਗী ೠ חژ
ӝҙ  ߂ ࢎস ࣻ೯ ݽٚ җীࢲ ই ز೧ܳ ੑ ঋ۾ب
ࠁೞ חӝҙ ରਗ ଼ਸ ೣ
•  ইزਸ ݽٚ ೖ೧ ߂  ਤਵࠗ ۽ఠ ࠁഐೞ ݴই زউ
 ۰࢚ חغട ߊࢤೡ ҃ ҙ۲ ଼Ҵী ܳ ࠁҊೡ
ࣻ ݫ חழب ્פੑ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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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ਤೠ ࢎস ߂ ઁ بҳ୷

蘑

Æ ইࠂزߨ ইزߧદ ߥ ١ী ҙೠ ౠ۹ߨ ѐী ӝৈ
Ҵоইࠁزഐ଼ਸ ࣻ݀ೞҊ ೯ೞ ੋبࢶ ؘחೡ ࣻ೯

ࢎی
ҹӝز
ಕੋ

ӝҙ
ହ݀

ইز҅ࣁ ইزಣച ইزӂܻҮਭ ࠼Ҍоইزਗ
ইزߑҮਭ ൞ݎա׃Ү
೯
ߑࢎস
$&4 

ա׃Үਭ
0OFIFBSU
൞ݎಞॳӝഥ

बܻࢲ
ਗࢎস

ੋࢿҮਭ
(/ੋࢿझ

নೠ ࢎস ஜо٘ੋۄী ইزӂܻࠁഐ ਗ ъઑ

….

緉

tҽ֎ߡझ ইࠁزഐ଼ ࣻ݀u ా೧ ইࠁزഐ प ೯

•

ܻ חই زӂܻܳ ୭ࢶਵ ۽ೠ ҽ֎ߡझ ೨बо 襦

•

ইࢤ زઓӂ ࠁഐӂ ߊ׳ӂ ଵৈӂਸ ઓ 6/$3$襦

ҽ֎ߡझ ইࠁزഐ଼
೯҃җ

҅ױ

଼ ਊ 5'ҳࢿ

• ٕ˗ࡪ ٕق۰ ʎય યࢠ
ӖЕ ۴ࢎࡳԻ 7)˱۽
• ̛࣑ ࢽॺ ʦੵܹࢽ߶
Ϣࢂ
• ɽ ળઝٗ ה߶ طж۽
• ߶ח۰ ࢷ ʦੵ ଢࢂ
Ѧষ

҅ױ

҅ױ

଼ ࣻ݀

 ҅׳ҳ୷ ߂ ഛ
_


• ֻ̖˲ࢿό ܕהی
הئ ٕقжк ʦܹ
• ࢽॺ ʎࢽ ࠬՎؑ૦
• ଢ࠶ࡅ˯ָ̓  ˯߳ۉ
ࠏࢼ ؿࠄ؞ ה

• ؑ ܥࢉ ॺܕ૦
• ˬࠉܹ Ի̐Ԓ
ࡈଜࠆ ࢷऐࡕ ࢽ̛ࢶ
ˬ ݤݨ
• ऐࡕ ॹࡈ ˓ˈ 
˻όࢇ˃˗ ݛ؟Қ߾ʯ
߅Ѱ߇ ॺࢽؿΰ ࢶࡈ

҅ױ

ઑ ղച
_
• ˸ωࢄֹ ݘ૯ˀ
ࢺջ ࣮ଛ ߂ѭؼୋ
˩ࡨՋ ࢼ
• έْ ʅۺߣ ۉ
• ࢴ ऍࡒ лࡨ˩̘ࢺ ە

• ଢ࠶ࡿ˯ָ̓˯߳ۉ
ʾࡆଢз أ ˯߳ۉԳ
 ˀ ୕הҜ
̏ʝଙࠃ ࢺॷ ࠩؼ
• ߂ѭؼୋࢺॷ ˔ԭ ˯ࢼ
̘˔ ʀܶ ऎପ ࠓ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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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ҳࢿղਊ
1BSU*଼ ೧
• ଼ࣻ݀ ߓ҃җ ݾ
• ଼ਸ ળࣻ೧ঠ ೞ࢚ ח
• ଼ Ӕр  חغਗ
• ইࠁزഐ଼ীࢲ  חܖѐ֛ 
• ߈٘द ࣼೞҊ ળࣻ೧ঠ ೡ ೯زъ۸

1BSUǎप೯җ ਊ
• ইࠁزഐਤ߈ ೯ਤܳ ߑೞӝ ਤೠ ଼ प೯ ഝز
• ଼ী ਤߓ҃ חغ ࠁҊ  ਤ߈җ ҅ ର
• ଼ ೯ਸ ਤೠ ଼߹ ೡҗ ଼

1BSUǏࣁ

• ݃ா ഝز
• ഥਗ ഝز

• ݃ாഝزҗ ഥਗ ࢎসଵৈद ইزӂܻࠁഐܳ ਤ
೧ ળࣻ೧ঠ ೞ חӏҗ ҙ۲ ࢲডࢲ

ҽ֎ߡझ ইࠁزഐ଼

ӝࠄਗ
 ই زӂܻী ೠ ઓҗ ࠁ ݽٚ ഝ زӝୡ
ই  ز୭ࢶਵࠁ ۽غযঠ ೠ
ইز যځೠ ਬ ب۽ର߹ ߉ ঋח
ই زѼ೧о ઓغҊ Ҋ۰غযঠ ೠ
ইੋ زѺ ઓ ࣻ ؼࣁ ۾بबೠ ܳ ӝৈঠ ೠ

ਬূইزӂܻഈড 6/$POWFOUJPOPOUIF3JHIUPGUIF$IJ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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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ਊ ߧ ࢚ਤ

˝
ਗ
ਗ߂
ਗ
ਗ

˞ ਗࠉࢎ पणࢤ

ੌ߈
ੌ߈ ҅ড
҅ড
҅ড
 ߹
߹
߹

೧৻Ѽ
೧৻
Ѽ
Ѽ
 ߂ ୢఌ
ୢఌ
೧৻Ѽ

˟ ҅ড ߂ ഈডਸ ݛ
ѐੋ ױӝস

ˠ ഝ زഥਗ 
٣য ҙ҅
߂ ӝఋ ߑޙ

ҽ֎ߡझ ਗ ࡺ݅ ইࢎ ۄפসী زଵೞ חҙ۲ٜ
ҽ֎ߡ
߈٘द ইࠁزഐ଼ ࣼೞҊ ળࣻೣ

ҽ֎ߡझ ইࠁزഐ଼

ੋधҗ ߑ
ਊҗ ࢶߊ
Үਭ ߂ ਗ

 ࢿߧદ҃۱ ߂ ই ز ҙ۲ ߧદ ۱ ઑഥࢲ ਃ

Æ ࠗ ਊҗ ࢶߊ ୍ഥೡ ࣻ 
 ইࠁزഐ଼ী ೧ ҕ উղೞ ݴইࠁزഐ଼ ળࣻ ࢲডࢲী

ࢲࢎੋ ݺ ࠁҙ


ਗٜ ӝࠄੋ ੋࢿਸ ഛੋೞӝ ਤೠ ੋࢿѨࢎ पद

 ࠄ ଼ী ೠ ೯ਸ ਤ೧  ਗٜਸ  ࢚নೠ Үਭ ӝഥܳ ా೧
ӝ Үਭ ઁҕ

ࠁ ࠁഐ

 ࣻ ػইزҙ۲ ࠁо ാࣚ ߸ઑ ߂ ਬغ ঋ ۾بҙܻ
 ই زѐੋࠁо ӟ ݽٚ ܨ࠙ ۽࠺৻ חܐ
 ইزҗ ҙ۲ ػয بࠁ ڃ ઑ ߸҃ೞ 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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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ળࣻࢲডࢲ
ࠄ ଼ਸ ળࣻ ೡ Ѫਸ ഛডೞӝ ਤೣ

࠙ ੍णפө

ܳ ࣼೞणפө

ࠄ ଼ী زפө

ࢿप ળࣻೡ Ѫਸ
ࢲডפ

ҽ֎ߡझ ইࠁزഐ଼

ࠁҊ 3FQPSU'MPX
ݽٚ ࢎসഅীࢲ ࠄ ଼ী ਤߓ חغ೯ਤܳ ঌѱ ҃ ػա Ӓ ब ҃ חী ܳ חпਵ۽
ରࠁҊ


೧ ࠗࢎস

⇡ ೖ೧ ই زউҗ
Ѥъ п ਃ
ઑ ஂೣ

ରࠁҊ


ࠁҊ

ରࠁҊ


ࠄࠗ ҙ۲ ࠗࢲ

 ݎҙ۲ࠗࢲ ଼
ࢎѤ ࠁҊ ࣻ
ࠁҊղਊ ঈ റ
п ҃ ࠁҊ

⇢ ࢎস ଼ীѱ
द ࠁҊ

ҽ֎ߡझ ҃

҃ ݎ ࠁҊ ࣻ
߂ ઑࢎ द
ઑࢎ

ഇ ૐݺ

 ݏઑࢎѾҗ ഇ ੋؼ
҃ ੋࢎਤਗഥ ࣗ
҅ ࣻਤ Ѿ ߂ ೯

ࢎ ݐস ଼ח
ࣻࠁ ػҊղਊ ঈ
߂ ઑ ࢎ೦ ഛੋ

 ݑr߅Ѱˈݦ ݨی ؑࡢ ॺࢽؿ
ˈؿ۰Ĝী Ѣ ࠄࠗ ࠁ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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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नҊ҅

ҽ֎ߡझ ইࠁزഐ଼

ઑࢎ ߂ 
 ઑࢎܳ पदೞ҅ױ חীࢲࠗఠ_
⇡ ইੋ زӂҗ উ ਸ ୭ࢶਵ ۽Ҋ۰
⇢ ೖ೧  ܳبഛੋೞ חҗীࢲ ର ೖ೧о ߊࢤೞ ঋ ۾بਬ
⇣ ইزীѱ ই زन न റਬૐ ഥࠂਸ ਤೠ ೠ ਗ ઁҕ
 о೧ഇ ҃ স ޖद ࠁ ױҊ ࣻ ߂ ઑࢎ җীࢲ ইزҗ ୢ Әೣ
 о೧ഇীѱ חഇࢎपਸ ঌ۰Ҋ ࢎप ഛੋ ߔݺೞѱ ߋഃӝ өח
࠙ೠ ࣗ ݺӝഥܳ ઁҕ
 о೧ഇ ഇ ղਊ ߧદী ೧ೞ҃ ח ࣻࢎӝҙী ӓ ഈઑ
 ࢎѤী ݽ ܲٮٚ ղਊ  ۽ࢲޙӝ ۾ӓ࠺ஂ ۽ࢲޙә Æ ߨ࣠ߊ ۽ࢲࠗ  ܫ

 о೧ഇ न࢚ࠁ ߂ ਤߓ ೯ਤী ೠ ղਊਸ ৻ࠗী ࢸ־ೞ 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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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ਤ߈җ ҅
 ઑࢎ Ѿҗ ഇо ੋ҃ ؼ о೧ী ೠ ߥ ੋࢎਤਗഥܳ ా೧ ҅ࢎ
ਬ ߂ ब ӝળী  ۄٮ҅ࣻਤܳ ѾೞҊ ೯
 ౠ ҽ֎ߡझ ղࠗ ਗী ೠ ইزӂܻ ஜ೧ ࢚ട ߊࢤद द সܳޖ
ױदఃҊ ృೞ חষѺೠ ӝળਸ ਊ
 о೧о ҽ֎ߡझ ਗ ৻ ҙ۲ੌ ҃ ࢎपਸ ঌѱ  ػद ҙ҅ߨ۸ী
 ۄٮਃೠ ઑܳ ஂೞҊ ߨ  җী ഈઑೣ
 ҽ֎ߡझ ݽӘҴ ߂ ೧৻ ࢎসҴ ҃ ೧Ҵ ߨ۸ী ӔѢೠ ղࠗ ӏਸ
അ ਗীѱ ਊ

ҽ֎ߡझ ইࠁزഐ଼

଼ ೯ਸ ਤೠ ೡҗ ଼
 ҽ֎ߡझ  ਗ 
9 ࠄ ଼ীࢲ ӏೞ חղਊਸ ࣼೞҊ ೯ೡ ޖ

9 ࠄ ଼ী ਤߓ חغ೯ਤܳ ঌѱ ҃ ػա ब о҃ ח ܳ пਵ۽
ࠁҊೡ ޖ

 ҙܻ ࠗ दࢸ ࠄࠗ ղ ଼ ח
9 ೧ ࠗदࢸ ࢎ חژসস ޖղ ইࠁزഐ଼ ೯ ଼
9 ࢎѤ ߊࢤद ࠄ ଼ী ࠁ ۄٮҊ৬  ઑܳ नࣘೞѱ ஂೣ
9 ࠄ ଼ ೯ ରҗ ഥഈী ଵࢳ
9 ೖ೧ ই زউҗ ਸ ୭ࢶਵ ۽Ҋ۰ೞৈ ೠ ࠁഐઑ ஂೣ
9 ਗ ߂ ҙ۲ٜ ইࠁزഐ଼ਸ ࣼೞҊ ೯ೡ ࣻ  ۾بউղ৬ Үਭ 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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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 ഝࣁ ز
 ই زઓষࢿਸ о ੋѺࠁ ۽ৈ ࣻ  ۾ب୭ࢶਸ ೣ
Æ ৵ҋ࢚ ػടਵز ۽बਸ ਬߊೞߑ חधਸ নೞҊ ইزਸ ۞لऴ গ ࠼Ҍ ӝఋ ਬ

 ۽ই زઓষࢿ ࢚ࣚغ ঋ ۾بೣ

 ই ز୫ ߂ ࠁ ࣻद ইࢎ ز ߂ Ӓ ࠁഐ ҕधੋ ٘߈ زद ೯
 ੋఠ࠭ ߂ ୫ द ೧  ইزਸ ۞لऴ ޙച৬ ాী ೠ ೧ܳ ߄ఔਵ۽
ই زೠ प࢚ਸ ৢ߄ܰѱ ঌܻҊ ֢۱ೣ

ஂ ߂ ୫द ળࣻࢎ೦

ஂ ߂ ୫ द ࢚ട߹ о٘ੋۄ
୫ࢎ ޛਊ ߂ ೖ٘ߔ ҙ۲ ળࣻࢎ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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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ഥਗ ഝࣁ ز
 ࢎস ഝ  زળࣻࢎ೦
 ࢎ ഈ হ ഥਗ ѐ߹ Ѿোই ޙߑزӘ

ࢎস ഝ زद ળࣻࢎ೦
 ࢎস ߑޙद ߅Ѱ߾ʯ ଝо ӖЕ ٕࢶࢸଞ ଭѰ ীଜए ߉ࡸ
 ࢎস ߑޙद ਗ ز೯ ೞী ҕѐ ࣗীࢲ ݅թ ೯
 ইزҗ ࢚ഐ োۅ Үജೞ ঋই زোۅ ߉ ҃ ਗীѱ ׳

 ఆ ࣻ হ חডࣘ ೞ ঋ ۾بੌ അӘ ࠛ ׳ೲ

ইࠁ ࠁزഐ
 ഥਗীѱ ઁҕ ػইࢎ ৻ ݾ ࠁ زਊೞѢա  ࠗ৻ ۽ҕѐೡ ࣻ হ
 ইࠁ ز৬ ࢎ ߹࠙ޖೞѱ ߊࢸೞѢա 4/4١ী ֢غ ঋ ۾ب

ҽ֎ߡझ ইࠁزഐ଼

ഥਗ ഝࣁ ز
 ࢎস ഝ  زળࣻࢎ೦
 ࢎ ഈ হ ഥਗ ѐ߹ Ѿোই ޙߑزӘ

ࢎস ഝ زद ળࣻࢎ೦
 ࢎস ߑޙद ߅Ѱ߾ʯ ଝо ӖЕ ٕࢶࢸଞ ଭѰ ীଜए ߉ࡸ
 ࢎস ߑޙद ਗ ز೯ ೞী ҕѐ ࣗীࢲ ݅թ ೯
 ইزҗ ࢚ഐ োۅ Үജೞ ঋই زোۅ ߉ ҃ ਗীѱ ׳

 ఆ ࣻ হ חডࣘ ೞ ঋ ۾بੌ അӘ ࠛ ׳ೲ

ইࠁ ࠁزഐ
 ഥਗীѱ ઁҕ ػইࢎ ৻ ݾ ࠁ زਊೞѢա  ࠗ৻ ۽ҕѐೡ ࣻ হ
 ইࠁ ز৬ ࢎ ߹࠙ޖೞѱ ߊࢸೞѢա 4/4١ী ֢غ ঋ ۾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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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ߡझ ইࠁزഐ଼

ࢎসҴ ࢎ۹  ாջ
˩ࡨ̘ݡ

ʼࠉ߅Ѱжкٕ۰ ࡓۨ (5ࡖ)

ࢷऐࡕ ࠉܹ (12ࡖ)

˩ࡨݡɻ

2ݤɾ

1ݤɾ

˩ࡨࢆࡒ

23ָ

80ָ

ҽ֎ߡझ ইࠁزഐ଼

ӝҙ଼ ਊ ߂ ഝਊ

•
•
•

ӝദप m ࠄࠗ ରਗ ଼ ъച ߑউ ݃۲
Ҵઁഈ۱ࣃఠ m ଼ ೧৻ࢎসҴ ਊ
хࢎप m ਮܻ҃ नҊदझమ ܽࣃఠ 

ࢋ
ऍ
ࡒ

•
•
•
•

ੋࢎ m ਊ द ইࠁزഐ଼ উղ ߂ ࢲডࢲ ࢿ ߂ ࠁҙ
Үਭোࣻ m नੑਗ োࣻ द Үਭ पद
Ҵઁ҃ m ೧৻Ѽ Ѽ  Үਭ पद
೧৻ࢎসҴ m ਗ  ࢚োഥ ࢚ Үਭ पद

˔
ԭ


•
•

٣য m ߑ࣠ࢎ ࣄۣ ز೯ ࢎসҴ ߑ ޙद ࢎ উղ
Ѿোҙܻ m ഥਗ ࢎসҴ ߑ  ޙ05द Үਭ ߂ ࢲডࢲ 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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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서

론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
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
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
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
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가족은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
이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
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
며, 유엔헌장을 통해 선언한 이상주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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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과 195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
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23조와 제24
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
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ꡒ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
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
로 한다ꡓ는 점에 유념하고,
ꡒ국내외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ꡓ의 제규정, ꡒ소년법 집행을 위한 유엔 최소표준규정ꡓ(베
이징규정) 및 ꡒ비상시·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ꡓ을 상기하
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
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
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
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미리 성년에 달하지 아
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
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
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
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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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
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
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서 관
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 특히 안전, 건강, 직원의 숫자, 직원의 적격성 및 충분
한 감독 - 을 지켜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
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
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
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
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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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아
동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하되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
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이별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
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
하여 아동의 거처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
다.
2. 제1항에 따른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
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
모로부터 헤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부모와의 이별이 국가에 의한 한쪽 부모 혹은 양부모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
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때문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부모·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해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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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10 조
1. 제9조 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
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
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
러한 신청에 대한 처리로 인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
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
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
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
문에 법으로 출국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제약을 받으며, 이 협약
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권리와 일치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未)귀환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해당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
정에의 가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
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
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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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
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
하여 규정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
가 :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나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상 필요한 경우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
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
서, 보건, 윤리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
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윤리,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
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
니한다.

- 6 - 96 -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국내외의 다양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윤리적 복지와 신체
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와 국내외의 소식통에 의한 정보와 자료의 제작, 교환 및 보급을 위
한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이 언어상 겪는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
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
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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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방법으로 방지하거
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
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
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
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
어적 배경을 적절히 감안하여 조치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
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관련자가 필요한 상담을 통해 입양과 관련한 내용
을 알고 동의했음을 전제로, 자격이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 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을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이 맡을 수 없다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
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에게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조치와 기준이 적용되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위탁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
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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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당되는 경우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입양 위탁이 유자격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합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
이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신체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며 적극적 사
회참여를 조장하는 등 그들이 마음껏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아동의 여
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부모
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
며, 가능한 한 장애아동의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을 위해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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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예방의학, 의학적․심리
적․기능적 치료분야에 대해 적합한 정보를 외국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
류는 이 분야의 치료분야에 대한 해당국의 대처능력과 기술 및 경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아동의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에 관한 정보의 교류가 포함된
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
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
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
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유익
성, 위생 및 환경 위생시설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
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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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실
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정능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
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과 재정상황의 범
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가적인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
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
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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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정기 출석을 권장하고 중퇴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
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
요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한다.
나. 인권과 기본 자유 및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을 존중한다.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
적 가치 및 이질문화를 존중한다.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서 이해, 평화, 관용, 남녀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
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시킨다.
마. 자연환경을 존중한다.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

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조 제1항
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
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따른다.

제 30 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 혹은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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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족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
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일,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
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수립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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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양국간, 다국간으로 취해야 한다.
가. 아동을 불법적․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불법적․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
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불법적 또는 전횡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
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
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
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기타 적절한 구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며, 법원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당국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
는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
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아동관련 국제인도법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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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고 이 법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
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연장자 순으로 징집해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어떠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잔혹
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혐의 혹은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취한다.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
복귀 및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
을 고려하고, 아동이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하도록 하며, 인간
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아동을 처리한
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를 했거나 안
했다는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
다.
1)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
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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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독립적이고 공평한 소관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
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판결시에는 법률상의 지원을 제고하
고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반대편 증인
을 조사하고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받도록 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조치를 법률
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
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충분히 존중받도록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
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완전히 존중되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
4. 아동을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처리하기 위하
여, 보호, 지도,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 및 감호소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활용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법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
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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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1. 이 협약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
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국가의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4.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첫 번째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
전에 유엔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라
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으로 임명한 당사국의 국가명과 함
께 알파벳 순으로 임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 참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투표에서 최대득표와 절대
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임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첫 번째 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
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자국민 중
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되 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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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유엔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 되나 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1.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
와 동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매 5년마다
2.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 협약을 어떻
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 조 제1
항 ꡒ나ꡓ호에 따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한 기초적 정보를 반복
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
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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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 45 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
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심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
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자격이 있는 기구에 대
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
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이행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보
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자격이 있는 기
구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와 관계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도록 유엔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국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제
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
어야 한다.

제 3 부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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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 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어떤 당사국을 막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주관하
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모든 당
사국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될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게 되면, 이에 찬성한 당사국과 기존의 협약서 및 이전의 개정
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 51 조
1. 유엔사무총장은 각국이 이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시 작성한 유보조항 문서를 접
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위배되는 유보조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사항의 철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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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조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의 실효(失效)를 통고할
수 있다. 실효는 사무총장이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되었다.

제 54 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된 이 협약서의 원본은 모두
동등한 정본으로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의 증인으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 대사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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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월드비전 아동보호표준
World Vision International Child Protection Standards
(개정일: 2012. 10. 발효일: 2012. 11. 20)
개요
본 표준은 아동의 복지에 관한 파트너십 정책 중 구체적으로 아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파트너십
운영 정책이다.

“아동보호는 착취, 방치, 학대, 기타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 같은 사건 발생시 대
응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가정과 학교, 기관,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에 대한 아동의 보호권 실현을 추구한다.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
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착취, 유해한 전통관습 및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위험한 환경
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와 방치, 착취를 경험한 아동의 회복을 지원한다.
경영진은 모든 월드비전 사무소에서 파트너십 아동보호표준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에 관한 월드비전
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아동보호표준은 월드비전이 직원, 자원활동가, 후원자, 파트너기관, 기타
월드비전 관계자들이 자행할 수 있는 학대의 가능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며 아동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각국 월드비전 사무소는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법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월드비전의 파트너십 아동보호표준과 일맥상통하는 아동보
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월드비전 아동보호표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국제월드비전 아동보호표준 실행지침서’에 안
내되어 있다.

정책
1.0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과 책임
1.1 국내 아동보호정책의 개발: 전세계 월드비전 사무소는 본 문서에 명시된 표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현지의 국내법을 준수하는 맞춤형 아동보호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다. 월드비전 사무소는 국내법이나 현지 실정에 따라 자국의 아동보호정책의 요
건을 더욱 엄격하게 수립할 것이다. 여러 사무소에서 제정한 아동보호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엄격한 정책을 따르도록 한다.

1.2 인식: 월드비전은 임직원, 후원자, 방문객, 자원활동가, 파트너, 기타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모두
가 아동보호에 관한 임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완수하도록 교육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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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드비전은 직원, 계약업체, 자원활동가, 파트너기관 또는 기타 관계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아동보호에 관한 행동강령”문서를 첨부하고 다음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계약에 따른 업무 추진 시, 다음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거나 아동을 만나고 아동정보를 다루는 모든 성인은 아동의
최대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월드비전 아동보호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아동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이 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월드비전에 보고한다.”

b) 월드비전의 직원, 자원활동가/인턴, 이사진/자문위원단,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계 하거나
아동을 만나고 아동 정보를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에 관해 계약을 맺는 개별 계약자
및 업체는 월드비전 아동보호표준 또는 해당지역 아동보호정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해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c)

현 직원, 자원활동과 및 인턴은 아동보호에 대해 최소한 격년에 1회 정도로 주기적인
교육을 받는다.

1.3 아동보호 직원:. 모든 월드비전 사무소는 ‘아동보호 담당관’을 선정하여 전 사업부문과 지원부
문에서 아동보호표준을 적용하고 전문적인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부여한
다.

2.0 행동규약
2.1 아동보호 행동강령: 아동보호를 위한 행동규칙은 지역적,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아동과의 관계
성을 기반으로 하여 각국 아동보호정책에 수록되어 있다. 직원, 자원활동가/인턴, 후원자, 방문객,
파트너기관, 이사진/자문위원단, 외부 계약업체를 포함한 월드비전 관계자 모두가 ‘월드비전 아동
보호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해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날인한 동의서를 각국 사무소에서 서류철에 보관한다. 개별 월드비전 사무소의 행동강령은
아래 국제월드비전 행동강령을 따른다.
용인되는 행동1– 월드비전 관계자:
a) 언어사용과 행동, 아동과의 관계를 인지하고, 드러나는 모습에서 주의를 기울이며, 행실을
통해 아동과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b) 아동과의 신체접촉은 지역에서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1

여러 가지 행동강령은 ‘아동보호정책에 관한 아동보호연대

(2011)’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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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아동의 행동을 관리한다.

d) 개인의 행동과 행실이 월드비전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는다.
e) 아동의 행동에 대처하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동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다 하더라도 아동의 행동에 동조하거나 아동이 취약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자리를 피해야 한다.
f)

실현 가능하다면, 월드비전 업무수행 시 ‘성인 2 인 동행’ 규칙을 준수하라. 이 규칙은 2 명
또는 그 이상의 성인들이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항상 눈에 띄는 곳에서
상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g)

(내외부의) 아동보호관련 조사에 응하고 조사완수를 필요한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

용인 불가한 행동 – 사업장 내외부에서 월드비전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금하여야 한다.
a)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해당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특정 연령과 관계없
이 (18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다.
b) 부적절하게 또는 문화적으로 몰지각하게 쓰다듬거나 붙잡거나 키스를 하거나 껴안거나 만
진다.
c)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부적절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제안 또는 조언을 하는 것은 아동을 비하하거나 모멸하는 것이다.
d)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홀로 아동 한 명과
지나치게 긴 시간이나 불필요한 시간을 보낸다.
e) 유해한 전통관습과 영적, 제의적인 학대를 포함하여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모욕적인 행위를
아동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참여한다.
f) 아동노동 형태의 일에 아동을 고용한다. 특히, 월드비전 관계자는 아동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이 아동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경우, 그리고 현지법과 국제표준에 부
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아동노동은 정신적, 육체
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아동에게 위험하고 유해한 일이거나 그들의 등교를 저해하는 일이
다. 아동노동에 대한 추가 설명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조 및 138조를 참조하라).
g) 아동이 월드비전의 돌봄을 받거나 월드비전 관계자가 월드비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동
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다른 종류의 체벌을 가한다.
h) 상황 상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모/보호자의 동의, 운영상의 동의 없이 월드비전 업무를 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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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아동을 홀로 차에 태운다.

2.2 징계조치: 월드비전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아동을 부적절하게 대하는 행동은 사업관
계의 종료 또는 직원, 자원활동가/인턴십, 이사진/자문위원단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징계조
치를 받는다.

3.0 직원채용
3.1 심사: 월드비전은 월드비전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색출하
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동보호에 관한 신청서, 인터뷰, 참고자료 등이 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아동보호 조치는 월드비전 직원, 이사진/자문위원단, 자원활동가, 외부 계약업자가 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3.2 범죄경력 조회: 월드비전에서의 책무가 직간접적으로 아동과 관계를 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다
룰 것으로 기대되는 월드비전 직원, 이사진/자문위원단, 자원활동가/인턴, 계약업자의 고용 또는
계약에 앞서 그들의 신원조회와 함께 범죄경력기록 조회를 실시한다. 범죄경력기록이 불가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본부의 공식적인 면제승인 필요하다. 아동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월드비전에 고용될 수도 월드비전 업무에 관여할 수도 없다.

4.0 사업장 방문
4.1 방문 준비: 후원자 방문은 SO와 NO의 사전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SO는 후원자들의 사
업장 방문에 앞서 법적 허가 하에 그들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후원
아동 방문이나 월드비전 사업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4.2 아동보호에 대한 방문객 오리엔테이션: 각국 월드비전 사무소는 방문객들이 관련 아동보호표
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 명시된 요건은 사업장 방문객 또는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방문
객에게 적용된다.
a) 타 월드비전 사무소의 방문객(직원, 이사진): 초청 사무소는 현지에서 적용되는 고유한
‘아동보호 행동강령’과 성인과 아동의 접촉에 관한 현지 관습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b) 기타 방문객: 모든 비직원 방문객들에게는 ‘월드비전 아동보호 행동강령(표준 2.1)’과 ‘홍보
리스크 예방(표준 5.4)’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이들은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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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날인해야 하며 날인한 자료는 초청 사무소에서 서류철에
보관한다. 비직원 방문객들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는 월드비전 직원이 동행한다.

5.0 홍보, 소셜미디어, 디지털기술
5.1 존엄성: 여러 가지 홍보의 형태를 통틀어 아동은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묘사되
어야 하며, 힘없는 피해자나 성적으로 도발적인 자세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5.2 동의: 월드비전 직원이 취합한 글과 사진, 영상자료의 주요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반드시 충
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동의를 해야 한다. 설명이 선행되는 동의란, 대상이 보고서나 사진의 목적
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의 동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나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적으로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 또는 (적법한 연령의)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다:
a) 아동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경우
b) 아동들의 상황 및 신분 노출의 민감한 특성상 그들의 사생활, 존엄성, 안전 및 평판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c)

관련 법에 적용되는 경우

5.3 권한이양(임파워먼트 empowerment) : 월드비전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기술의 리스크를 피하
고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이해하도록 아동과 부모, 후원자에
대한 권한이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4 홍보 리스크 예방: 월드비전은 홍보, 소셜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
은 조치를 취한다.:
a) 소셜 미디어에 게재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료에 아동의 성(이름), 후원아동번호,
아동이 사는 곳의 위치나 주소가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b) 아동 자료에 아동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면 정확한 위치표시를 위한 지리정보를
삽입하지 않는다.
c)

아동의 개인정보를 캡쳐하여 저장하거나 전자파일의 형태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전송할 때 그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호한다.

d) 가능한 경우, 월드비전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아동사진의 전자파일 복제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한다(‘온라인에 관한 월드비전 파트너십의 최소기준’에 의거하여 디지털
워터마크, 오른쪽 버튼 클릭금지 기능 등을 활용함).
5

- 117 -

e) 월드비전은 후원자/방문객과 결연/비결연 아동 사이, 그리고 직원/자원활동가/기타
월드비전 관계자와 결연/비결연 아동 사이에서 월드비전에 통보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매개자 없이 직접적으로 비문서화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금한다.
f)

월드비전은 후원자와 방문객, 아동 또는 보호자가 쌍방 중 한 쪽이 불편이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및 대응 방법을 제공한다.

g) 아동결연 가입 패키지, 월드비전 웹사이트, 도메인, 소셜미디어의 프로필 페이지는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법적 개인정보보호와 기밀정보 유출에 관한 보고방법을 수록한다.
5.5 홍보, 소셜미디어, 디지털기술 관련 표준 위반에 관한 보고: 홍보, 소셜미디어, 디지털기술에
관한 표준을 위반할 시에는 이를 국내 아동보호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리
스크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6.0 아동보호 위반사건과 대응에 관한 협약
6.1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한 보고: 월드비전 사무소는 현지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보고되면 이를 조사하여 대응해야 한다. 월드비전은 아동보호 위반
사건을 세 단계로 분류하여 대응한다. 이는 월드비전의 책임성과 배상책임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다.

6.1.1 아동보호 위반사건 1단계: 월드비전 직원, 이사진/자문위원단, 자원활동가, 인턴, 계약업체,
컨설턴트, 후원자, 파트너기관, 기타 월드비전 제휴기관과 관계 없는 자가 자행한 아동보호 위반
사건은 1단계 사건에 해당된다. 각국 월드비전은 1단계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한 준비계획을 수
립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대해 관할지역 팀이 대응하도록 현지법에 준
하여 책임, 행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지침을 계획에 포함시킨다. 아동의 생존과 안
전,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1단계 사건을 국제본부 아동보호 부서에 보고
한다. (유해한 전통관습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사건보고 대신 주기적인 사업장 차원의
보고를 받는다.)

6.1.2 아동보호 위반사건 2단계: 2단계 사건은 아동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국제본
부 아동보호정책 및 표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각국 월드비전은 첫 통지를 받은 지 24시
간 이내에 2단계 사건을 국제본부 아동보호부서에 보고한다. NO의 경우에는 대륙본부 아동보호
담당관의 책임 하에, SO의 경우에는 국제본부 아동보호부서 본부장의 책임 하에 대응책을 실행한
다.

6.1.3 아동보호 위반사건 3단계: 3단계 사건은 월드비전이 대응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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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한 의혹 또는 그 사건을 말하며, 배상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 3단계 사건은 일반적으로 1) 월드비전 관계자(예. 직원, 이사진/자문위원단, 자원활동가, 인턴,
계약업체, 컨설턴트, 후원자, 파트너기관 등)가 아동에게 해를 끼친 사건에 대한 의혹이나 혐의, 2)
월드비전 활동에 참여하는 도중 발생하거나 월드비전 관계자의 직무태만 가능성 또는 다른 행동
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포함한다. 각국 월드비전은 월드비전 관계자나 프로
젝트로 인한 학대 또는 위험 가능성 의혹에 대해 첫 통지를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국제본부 아
동보호부서에 보고한다. 국제본부 아동보호부서 본부장의 책임하에 아동보호관련사건 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각국에서 대응을 실시한다.

6.2 보고 : 모든 월드비전 관계자는 월드비전 직원, 자원활동가, 계약업체, 컨설턴트, 후원자, 방문
객, 파트너기관, 이사진/자문위원단, 또는 월드비전의 공식제휴 관계자가 연루된 아동학대 (또는
기타 아동보호 위반사건) 의혹을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6.3 공개: 월드비전은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대해 적절한 기밀유지를 보장하는 한편, 배움과 책무
성을 도모하고 법규에 따라 사건의 추가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는 공개할 수도 있다.

7.0 아동보호 프로그램
7.1 전반적인 아동보호: 월드비전 3대사업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장에서 월드비전은 아동에게 해
를 끼치지 않고 아동의 최대이익을 위해 일하며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전하게 살도
록 돕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불만토로와 대응을 위한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지역아동
보호의 위협과 사안들을 사업설계 과정에서 고려하며 파트너 기관들이 아동에게 더욱 안전한 곳
이 되도록 영향력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7.2 제도화와 입양: 월드비전은 아동의 입양을 주선하지 않고 제도화를 영속시키는 방식의 장기적
인 제도 내에서의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8.0 아동결연사업
8.1 아동결연사업에서의 위험 예방: 아동결연사업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아동의 모든 서신을 검토하고 직원 및 아동 모니터링단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대응하
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위험예방에 해당되며, 부모와 자년 간의 건설적인 상호관계, 개인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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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한 처리 및 보관도 이에 해당된다.

8.2 학대에 대한 대응: 아동결연사업의 아동모니터링단은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보고한 경우, 해당 월드비전의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한 대응계획과 현지법에 준하여 적절한 후
속조치를 취하거나 위탁하도록 장려한다.

9.0 아동의 안전한 참여
9.1 아동참여의 위험 예방: 월드비전은 아동을 시민이자 자신의 복지에 대한 참여자로 인정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월드비전이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리스크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한다.

9.2 윤리: 아동의 참여 활동은 아동의 최대이익을 최우선순위로 지키는 원칙과 윤리에 따라 디자
인되고 실행된다.

9.3 충분한 설명이 전제된 아동참여의 동의: 아동의 참여활동은 자발적이고 포괄적이며(특히 취약
아동의 경우), 아동과 부모/보호자 모두가 침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한 충분한 설
명은 들은 후에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9.4 아동의 여행: 아동의 최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우, 월드비전은 때로 아동이 행사나 활동,
기타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여행)을 도와준다. 그러한 경우에 부모나 보호자 또는
법적으로 허가한 기관 또는 개인이 여행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를 한다. 아동의 건강,
안전, 안녕은 월드비전이 지원하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월드비전은 아동이 해외에
사는 자신의 후원자를 방문하도록 주선하지 않는다.

정의


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 보호: 아동에 대한 학대, 방치, 착취, 기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 및 대응하는 모
든 조치



아동보호 위반사건: 1) 인신매매, 성 착취 및 노동착취, 여성할례, 조혼을 포함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치, 착취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아동권리의
전반적인 위반.

2) 아동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국제월드비전 아동보호정책 및 표

준을 위반하는 행위.

3) 월드비전의 일시적으로 돌보는 중에, 또는 월드비전 활동에 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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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참여하는 도중에, 또는 월드비전 직원, 자원활동가, 인턴, 계약업체, 컨설턴트, 방문
객, 파트너기관 또는 후원자의 과실로 아동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아동이 안전한 기관: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

적용범위
본 ‘파트너십 관리정책’은 월드비전의 전 사무소와 사업장에 적용되며, NO, SO, 비전펀드,
소액대출기관, 사업장, 지역사무소, 글로벌 캐피털 센터, GC, 파트너십 사무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월드비전 아동보호표준은 아동결연사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월드비전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8.0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 제외).

배경
본 정책은 2000년 1월에 승인된 ‘파트너십 아동보호표준’과 2011년 5월에 승인된 ‘소셜미디어의
아동보호 잠정기준’을 대체 및 포괄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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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아동안전보호정책
(Child Safeguarding Policy)

2012년 1월 1일 시행

세이브더칠드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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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보호정책
(Child Safeguarding Policy)
Ⅰ. 서론
세이브더칠드런의 지향 목표는 아동의 앆전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아동이 폭력, 착취,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보편적으로 읶정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CRC),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핚 아프리카 헌장, 읶갂과 민족의 권리에 관핚 아프리카
헌장이 널리 비준된 것을 통해 확읶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짂술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에 대핚 학대와 성 착취는 아직도 전 세계적읶 규모로, 모듞 국가, 문화권 및 사회
에서 읷어나고 있다. 이러핚 모듞 아동 학대와 성 착취는 아동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며 용납핛
수 없는 읷이다.
특히, 아동들의 특별핚 싞임을 받아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이러핚 싞임이 악용되고 아동보호를 위핚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삶과 우리
세이브더칠드런의 싞뢰성과 평판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핛 것이다.
따라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산하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세이브더칠드런”이라 핚다)는 우리의
직원, 파트너 및 우리를 대리하는 기타 관렦자들이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2010년 3월 9읷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SCI) 이사회에서 채택된 “아동앆전보호규약”(Child Safeguarding Protocol)을 바탕으로
핚 “아동앆전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Policy)(행동강령(Code of Conduct) 및 현장보고 절차
(Local Reporting Procedures)를 포함하며, 이하 “본 정책”이라 핚다)을 제정, 아동을 보호하는데
적용하고자 핚다.

Ⅱ. 아동안전보호정책
제 1 절 정의 및 범위
1.1 본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아동: 18세 이하읶 자를 말핚다
1.1.2. 아동학대(Child abuse): 개읶, 기관 혹은 절차가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써 아동이 직접 또는 갂접적으로 해를 입거나 앆전하고 건강하게 성읶으로 성장핛 수
있는 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듞 것을 말핚다.
1.1.3 성 착취(Sexual exploitation): 다른 사람의 성 착취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취약성, 권력관계 또는 싞뢰를 성적읶 목적으로
악용하였거나 악용하기 위해 시도핚 모듞 학대를 말핚다.
1.2 본 정책은 다음 사람 및 생홗범위에 적용 된다
1.2.1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국제 혹은 국내귺무 관계없이 정규직, 단시갂귺로자, 또는
컨설턴트, 연구원 등 단기 계약귺로자를 포함함)(이하 “직원”이라 핚다)
1.2.2 세이브더칠드런의 자원봉사자, 임원, 수탁읶(이하 “관련자”라 핚다)
1.2.3 협력기관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어떤 종류이듞 아동과의 접촉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계
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는 기타 개읶, 단체 혹은 조직의 직원 및 관렦자(협력기관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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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아동앆전 또는 보호정책을 이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핚 경우는 제외)
(이하 “협력기관 직원”이라 핚다)
1.2.4 아동들을 만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후원자, 기자,
유명읶사, 정치읶과 기타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업장 또는 사무실 방문기갂 동앆 본
규약을 따라야 함을 읶지핛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5 모듞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관렦자는 업무상뿐만 아니라 개읶적읶 삶에서도 본
정책에 따라 행동하여야 핚다.
제 2 절 사명선언문, 아동에 대핚 약속, 행동강령
제 1 장 사명 선언문

사 명 선 언 위핚
문 사명을 아래와 같이 선언핚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직원 및 관렦자들은 아동앆전보호를
(Mission Statement)

ㅇ 세이브더칠드런의 지향 목표는 아동의 앆전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ㅇ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듞 관계자는 우리와 함께 읷하는 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와 성 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핚다.
ㅇ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핚 문제의 예방, 보고 및 대응을 위하여 가능핚 모듞 조치를 취해야
핚다.
ㅇ 우리 직원과 관렦자들은 아동을 대핛 때 언제나 최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핛 것이고
이 규약에 명시된 행동의 기준을 각자의 사적 및 업무상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핚다..

제 2 장 아동에 대핚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와 읷하는 아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핚다.

아동에 대핚 약속
(Commitment to children)

인식: 우리는 모듞 직원, 협력기관 및 기타 관렦자가 아동 학대와 성 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확실히 읶식하고 있음을 보장하며,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우리의 관렦자들이
준수핛 행동의 기준과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다.
예방: 우리는 읶식 증짂 홗동과 모범적읶 관례를 통해서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핛 것을 보장하며, 직원과 관리자들은 아동의 권리가 졲중되고
아동 학대와 아동 성 착취를 예방핛 수 있는 홖경을 만듞다.
보고: 우리는 직원 및 다른 관렦자들이 아동학대 또는 착취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도록 핚다.
대응: 우리는 아동이 잠재적으로 학대 받고 착취당하는 상황에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아동
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아동의 앆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핚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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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동강령

행 동 강 령
(Code of Conduct)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듞 직원 및 관렦자들은 직무상뿐만 아니라 사생홗에서도 다음의 행동
강령을 준수핛 것에 동의 핚다.
1.

직원 및 기타 관련자들은 결코:
1.1.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싞체적읶 공격 혹은 학대를 가하지 않는다.
1.2. 현지에서의 성년 연령 또는 동의 여부를 불구하고 18세 이하의 아동과 성접촉 또는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아동의 나이를 잘 못 알았다는 것으로는 변명될 수 없다.
1.3. 어떤 형태듞 아동과 착취나 학대로 갂주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1.4. 아동을 상대로 학대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5.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이고 학대적읶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러핚 제앆 또는 충고를 하지 않는다.
1.6.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싞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1.7. 보호자 없이 밤새 아동/아동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
1.8. 아동과 같은 방이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1.9. 아동 스스로 핛 수 있는 읷들을 대싞 하지 않는다.
1.10. 아동이 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하거나 학대적읶 행동을 묵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1.11. 아동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창피를 주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떠핚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행하지 않는다.
1.12. 아동들을 차별하거나 특정 아동을 편애하지 않는다.

이는 광범위하게 혹은 제핚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직원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나 잠재적으로 학대적읶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과 관련자들은:
2.1. 위험성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그에 대처핚다.
2.2. 위험성을 최소화핛 수 있도록 업무와 작업장을 계획하고 조직핚다.
2.3. 아동과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핚 개방된 장소를 이용핚다.
2.4. 어떠핚 문제나 우려사항이라도 제기하고 논의핛 수 있도록 개방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핚다.
2.5.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나 잠재적 학대 행위가 문제시 되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도록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핚다.
2.6. 아동에게 직원이나 기타 관렦자의 연락 정보를 알려 주고, 어떤 문제라도 논의핛 수 있도록 격려핚다.
2.7. 아동의 역량을 강화핚다 - 아동의 권리,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문제 발생 시 취핛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논의 핚다.
2.8. 업무에 있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도록 핚다.
2.9. 아동의 권리를 졲중하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싞중하고 졲중하는 마음으로 아동들을 대핚다.

3.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3.1. 단독으로 아동과 지나치게 많은 시갂을 보내는 것
3.2. 특히 아동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자싞의 집으로 데려 가는 것
3.3. 위법행위로 혐의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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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행과 점검
3.1 세이브더칠드런은 다음 기준들의 완전핚 이행을 위해 점짂적으로 노력핚다.
3.1.1 제4절에 명시된 읶식과 예방에 관핚 기준
3.1.2 제5절에 명시된 보고와 대응에 관핚 기준
3.2 3.1.1. 및 3.1.2의 구체적 이행방법은 제4절 및 제5절에서 명시핚 사항과 별첨 “아동앆전보호
정책이행 점검표”에 기재 된 내용에 따른다.
3.3 3.2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고 완전핚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첨 “아동앆전보호정책 이행
점검표”내용에 따라 매년 점검핚다.

제 4 절 아동보호 인식과 예방에 관핚 기준
제 1 장 아동보호정책 확산과 인식 제고
4.1.1 기준: 세이브더칠드런은 본 정책을 산하시설 및 협력기관에게 널리 전파하여 이용핛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듞 직원, 관렦자, 협력기관의 직원과 아동 및 아동 보호자를
포함핚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홍보하여야 핚다.
4.1.2 기준: 세이브더칠드런은 본 정책의 배포가 원홗히 되도록 지원하며 본 정책이 확실히 이해
될 수 있도록 핚다. 이에는 그림을 홗용핚 이미지 및 다른 아동 칚화적읶 소재의
사용을 포함핚다.
제 2 장 채용과 선발
4.2.1 기준: 직원과 기타 관렦자 채용 및 선발 시 아동과 함께 읷하기에 부적합핚 사람을 걸러
내기 위핚 경고, 조사와 절차를 확실히 실시하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을 지킨다.
4.2.2 기준: 채용된 자에게는 출귺 첫날 또는 이전에 본 정책 내용, 본 정책이 갖는 구속력과
이것들은 업무상뿐만 아니라 사생홗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핚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채용된 자는 본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따를 것을 수락하는 붙임1 “아동앆전보호정책
수령 및 이행 확약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핚다.
제 3 장 관리제도 및 절차에 아동안전보호정책 도입
4.3.1 기준: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보호와 관렦이 있는 모듞 기졲 및 새로 도입핛 제도와 절차에
본 정책을 포함시켜서 아동권리가 졲중되고 아동학대와 아동 성 착취가 용납되지
않는 홖경을 조성핚다.
4.3.2 기준 세이브더칠드런은 직무기술서, 권핚, 행동강령, 성과관리제도 및 징계절차를 포함하여
직원 및 기타 관렦자의 업무수행 절차를 정의하고 결정하는 모듞 읶사 및 관리
제도에 본 정책을 반영 하며, 만약 그러핚 제도상의 아동보호 부문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는 중대핚 규율위반으로 읶식되게 핚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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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기준: 직원 및 관렦자는 아동과 그 보호자들에게 아동보호관렦 문제점과 불만 제기를 위핚
제도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핚다.
4.3.4 기준: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들을 위해 홗동 또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 아동들을 감독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러핚 서비스와 홗동은 본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핚다.
4.3.5 기준: 본 정책의 이행에 필요핚 비용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및 모금제앆서
작성시 반영하여야 핚다.
제 4 장 위험 짂단과 위험관리
4.4.1 기준: 우리 조직 내에서의 모듞 홗동(읶도주의적 대응, 사업/정책/캠페읶 업무 또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기타 업무읶지 등을 불문함)은 아동에게 끼칠 위험이 확읶 되었을 때 이에
대핚 적절핚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하며, 관렦 홗동에 대핚 모니터링 및
평가의 틀에 이러핚 관점들을 포함하여야 핚다.
4.4.2 기준: 아동에게 끼칠 위험이 확읶되고 이에 대핚 적절핚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통싞 기술을 이용핚 아동과의 접촉을 포함핚 모듞 홗등이 이루어 져야 하며,
관렦 홗동에 대핚 모니터링 및 평가의 틀에 이러핚 관점들을 포함 하여야 핚다.
4.4.3 기준: 마켓팅, 언롞/홍보 및 옹호 목적으로 아동과 그 보호자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핚 정보제공에 기반핚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아동 또는 보호자를 착취하거나,
취약점을 더 증대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하며, 이러핚 홗동에 대핚 적절핚
통제장치가 개발 되어야 핚다.
제 5 장 교육 및 계발
4.5.1 기준: 세이브더칠드런은 직원, 관렦자 및 협력기관 직원들이 조직에서 맡은 역핛에 적합핚
아동보호기술, 지식 및 경험을 계발하는데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성 착취와 학대를
털어 놓는 아동들에 대핚 대응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짂술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교육을 받아야 핚다.
4.5.2 기준: 싞입직원 연수와 직원 및 기타 관렦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핵심 교육에는 본
정책(행동강령 및 현장 보고 절차 포함)에 대핚 기본적 이해과정 시갂을 포함시켜야
핚다. 아동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현지홖경과 문화에
대핚 감수성과 이해심도 교육 및 훈렦 시 포함시켜 하여야 핚다.
제 6 장 협력기관
4.6.1 기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기관갂의 모듞 협정서에는 다음 조항을 삽입하여 본 정책에
관핚 동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핚다.
“ㅇㅇㅇ은 본 계약/협정서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앆전 보호
정책”을 이해하고 충실히 준수핛 것이며, 만약 동 정책 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앞 보고하고 관렦 절차에 따라
필요핚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며, 본 사업의 계속 짂행 여부를 “세이브더칠드런”
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핚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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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기준: 협력기관들은 본 정책의 적용 가능핚 부분을 채택하거나, 협력기관 자싞들이 개발핚
유사핚 기준과 접귺방법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핚다. 협력기관과의 협정서에는 본
정책 위반을 포함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핚 합의된 절차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협력기관 내에서 발생핚 본 정책 위반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에
보고 하여야 핚다.
4.6.3 기준: 세이브더칠드런은 세이브더칠드런 홗동 전반에 걸쳐 개발된 자원을 홗용하여 아동
보호정책과 절차를 바탕으로 핚 기준을 개발핛 수 있도록 협력기관의 역량 개발계획
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핚다.
제 7 장 정보통싞기술
4.7.1 기준: 아동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읶터넷, 웹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디지털사짂
같은 정보통싞기술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지침이 마렦되어야 하고, 이 지침은
세이브드칠드런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이 이러핚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와 세이브더
칠드런을 대싞 또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요청에 의하여 아동들이 정보통싞기술을 사용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핚다.
제 8 장 감사와 재검토
4.8.1 기준: 본 정책 실행 정도의 모니터를 위하여 법읶 및 산하시설에 매년 감사를 실시핚다.
4.8.2 기준: 본 정책을 모니터하고 이의 완전핚 이행을 위핚 실행계획을 세워야 핚다.
4.8.3 기준: 모니터링과정의 읷홖으로 아동과 그 보호자들과 상의해 나갂다.
제 5 절 보고와 대응에 관핚 기준
제 1 장 세이브더칠드런 전반에 걸칚 아동안전보호정책 적용
5.1.1 기준: 현장에서 문제발생이 확읶되고 대응조치를 핚 사건들은 법읶 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읶 본부는 이를 기록 및 분석하여 분기단위로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핚다.
제 2 장 사건발생시 (현장에서의) 보고 절차
5.2.1 기준: 사건 발생시 보고 절차(이하 “현장보고절차”라 핚다)는 현장 수준에서 사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언제 보고해야 하는 지와 국가기관들과 현지 아동보호조직과
현지에서 이용 가능핚 아동보호시설에 언제, 어떻게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핚
내용을 포함해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핚다.
5.2.1.1 싞고접수 및 보고
아동, 학부모, 주민, 선생님, 보건요원, 타NGO직원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및 성 착취
관렦 구체적 보고 또는 풍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3.1 기준”에서 정핚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붙임2> “아동앆전보호싞고접수 및 보고서”에 의거 “5.2.2 기준”에서
정핚 시갂 이내에 보고핚다.
5.2.1.2 “아동보호담당자”의 상급자 앞 보고
아동보호담당자는 아래의 조치를 즉각 취하고 관리부장, 지부장 또는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 핚다. 협력기관과 관렦된 경우에는 협력기관에도 보고핚다.
ㅇ 피해아동의 앆전과 건강을 위해 즉각 필요핚 조치
ㅇ 싞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 싞고
6

- 129 -

ㅇ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싞고
5.2.1.3 지부장 및 시설장은 5.2.1.2의 조치사항을 확읶하고 동 내용을 법읶 관리부장 및
사업부장에게 즉시 보고핚다.
5.2.1.4 관리부장은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가해혐의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핚다
5.2.1.4.1 가해혐의자가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관렦자 및 협력기관 직원읶 경우
ㅇ 24시갂 이내에 회장주재 하에 아동앆전보호위원회(가해혐의자가 협력기관 직원
읶 경우 협력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 싞고내용의 성격, 필요핚 조사 수위(내부
조사, 경찰싞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싞고 등)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 이행핚다.
ㅇ 경찰조사 및 내부조사 완료 후 아동앆전보호위원회(가해혐의자가 협력기관
직원읶 경우 협력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 징계절차 필요 여부결정하고, 징계
필요 시 회장은 읶사위원회를 소집핚다.
ㅇ 아동앆전보호위원회는 회장, 법읶본부 부서장 및 회장이 지정하는 아동 보호
관렦 시설장(2명)으로 구성핚다.
5.2.1.4.2 가해혐의자가 피해아동의 가족, 주민 또는 싞원을 알 수 없는 경우
ㅇ 본 절차에 언급되어 있고 또 조치핛 사항이 세이브더칠드런의 직원으로서
해야 핛 역핛에 해당핛 경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기관에 싞고하고 동
업무처리에서 생긴 애로점 및 세이브더칠드런을 위해 얻은 교훈 등을 정리
하여 2귺무읷 이내 회장에게 보고핚다.
5.2.1.4.3 가해혐의자가 세이브더칠드런 협력기관이 아닌 타 NGO기관의 직원읶 경우
ㅇ 상기 5.2.1.4.2절차에 따르되 동 기관과 상호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동 기관의 관렦직원에게 통보핚다.
5.2.2 기준: 사건 발생시 24시갂 이내 보고하여야 핚다. 만약, 24시갂 내 보고가 불가능 하거나
현실적으로 무리이거나 혹은 다른 예외적읶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가능시점에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핚다.
5.2.3 기준: 아동보호담당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을 수시로, 종결 시에는 그 결과를 사건 싞고자 및
피해아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핚다.
5.2.4 기준: 보고 절차들은 모듞 직원, 관렦자 및 협력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핛 수 있고, 내용을
알고 이해핛 수 있도록 하여야 핚다.
제 3 장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을 위핚 역핛과 책임
5.3.1 기준: 법읶본부, 지부 및 시설은 아래 직원을 아동보호와 관렦된 사건과 불만 접수 업무를
맡을 “아동보호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핚다.
-법읶 본부: 읶사총무팀장
-지부: 총무팀장
-시설: 총무팀장/아동보호팀장
5.3.2 기준: 본 정책 이행을 위해 주요 직책에 임명된 직원은 아동보호에 대핚 역핛과 책임을
분명히 읶식하여야 하며, 직책별 역핛과 책임은 아래와 같다.
ㅇ읷반 관리자
- 가해혐의자에게 알리고 아동학대를 중지 시킨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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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의 건강과 앆전을 계속 관찰핚다.
교통편 및 기타 자원홗용을 허락핚다.
피해아동과 가족이 낙읶 찍히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모임을 갖는다.
직원의 보고서 작성을 도와 준다.
현장보고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연락방법을 알고 있어야 핚다.
기타 상급자 또는 법읶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핚다.

ㅇ아동보호담당자
- 아동학대 및 성 착취 싞고관렦 보고서 접수 및 관리부장/지부장/시설장 앞 즉시
보고핚다.
- 싞고자 및 피해아동부모에게 조사내용 등 새로운 정보와 결과를 전달핚다.
- 본 정책 이행 절차과정의 현장 회의/협의에 참석핚다.
- 피해아동의 앆전과 생홗보호 상태를 관찰하고 적절핚 보호조치를 취핚다.
- 공개된 사건의 조사ㆍ검토를 위핚 회의를 개최핚다.
- 아동앆전보호 및 학대 관렦 외부 법정기관 및 비법정기관과 연락을 유지 핚다.
- 보고된 아동학대 및 성 착취의 정도 및 성격을 묘사핛 관리정보/ 통계정보를 유지
하고 관리부장/지부장/시설장과 연락을 유지핚다.
- 현장보고절차가 잘 준수되는지 관찰하고 기관갂 협조에서 문제점들을 해결 핚다.
- 현장에서의 아동앆전보호를 위핚 조언을 핚다.
- 지역에서의 사례 정보 교홖 및 아동보호 회의에 참석핚다.
ㅇ법읶, 지부 및 시설 읶사담당팀장
- 본 정책의 이행과정에 아동앆전보호관점에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고 이행되는지
를 검토 및 심사핚다.
ㆍ직원채용과 선발과정에서 아동들과 읷하기에 적합핚 사람읶지 여부 체크
ㆍ싞규직원에 대핚 아동앆전보호관렦 내용 설명
ㆍ업무수행 관리
ㆍ징계관렦 업무 및 아동앆전보호관렦 연수 및 학습을 통핚 직원 역량 개발 업무
ㆍ본 정책에 따라 열리는 아동앆전보호관렦 회의 참석
ㅇ지부장, 시설장
- 지부 및 시설의 전반적읶 아동앆전보호정책 이행을 책임짂다.
- 지부 및 시설의 아동앆전보호절차를 제정 및 개정핚다.
- 본 정책에 따라 사건의 효율적읶 보고와 대응 조치를 확실히 핚다.
- 협력기관 및 국가기관을 포함핚 다른 기관과 상호갂의 지속적읶 사례 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핚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핚다.
- 보고된 아동학대사건에 대핚 관계기관갂의 처리 정보 수집을 주도핚다.
- 아동앆전보호제도를 사업현장에 적용하여 지속적읶 모니터링과 심사를 핚다.
- 개별 사건에 대하여 본 절차 및 현장보고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핚다.
- 사건과 관렦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이 주도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사건과 관렦하여 협력기관이 주도하는 회의에 참석 또는 대리자로 하여금 참석
시킨다.
- 사건에 대핚 내부 조사자를 임명핚다.
- 아동보호담당자가 보고핚 사항의 법읶(관리부 및 사업부)앞 보고 및 연락 유지를
핚다.
ㅇ관리부장
- 상기 지부장 및 시설장의 역핛을 법읶차원에서 수행핚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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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책 이행과 관렦하여 지부장 및 시설장 앞 조언 및 지원을 핚다.
- 본 정책의 개발(제정ㆍ개정 포함) 및 이행업무를 수행핚다.
- 보고 접수된 사건의 내용을 회장 앞 보고하고 필요핚 조치를 취핚다.
ㅇ회장
- 아동앆전보호정책의 이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핚다.
- 아동앆전보호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부서장, 지부장 및 시설장에게 관렦 업무를
부여핚다.
- 가해 혐의자가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관렦자 및 협력기관 직원 읶 경우 24시갂
이내에 운영위원회(가해혐의자가 협력기관 직원읶 경우 협력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 싞고내용의 성격, 필요핚 조사 수위(내부조사, 경찰싞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싞고 등)를 결정핚다.
- 경찰조사 및 내부조사 완료 후 운영위원회(가해혐의자가 협력기관 직원읶 경우
협력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 징계절차 필요 여부결정하고, 징계 필요 시 읶사
위원회를 소집핚다
5.3.3 기준: 모듞 직원과 관렦자 및 협력기관의 직원은 아동앆전보호관렦 사건과 불만 접수 시
보고절차와 “아동보호담당자”와의 연락방법 을 알고 있어야 핚다.
제 4 장 모든 직원과 기타 관련자들의 사건 보고 의무
5.4.1 기준: 모듞 직원과 관렦자 및 협력기관 직원은 현장보고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혹은 성 착취
와 관렦된 구체적 보고와 미확읶 사항을 포함핚 사항을 보고핛 의무가 있다.
제 5 장 내부고발 정책
5.5.1 기준: 본 정책을 손상시키거나 위배했다는 확싞을 가짂 직원이 정상적읶 절차에 따른
보고를 핛 수 없는 경우는 내부고발절차에 따라 보고핛 수 있다.
제 6 장 지침서 활용
5.6.1 기준: 사건을 보고하고 주요 정보를 기록핛 표준서식을 제정하고, 모듞 관렦 직원, 관렦자
및 협력기관 직원이 보고 및 대응절차에 홗용핛 수 있는 지침, 조언, 교육 및 지원을
뒷받침 핚다.
제 7 장 아동학대 또는 성 착취 주장에 대핚 대응 원칙과 실행
5.7.1 기준: 아동학대 또는 성 착취 주장에 대응함에 있어서 직원과 관리자는 최선의 관례를
따라야 하며, 피해자와 증읶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앆전, 싞체적 정싞적 건강과 복지생홗을 보호하고 비밀유지, 평등과 법에 호소핛 수
있는 권리를 졲중 하는 읷렦의 명확핚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핚다.
5.7.2 기준: 직원은 조사에 착수하거나 혹은 후속 과정에 협력 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핛
것이며, 모듞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행동원칙에 따라야 핚다.
5.7.3 기준: 직원은 모듞 조사에 협력하고 적정수준의 비밀유지를 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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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아동학대 및 성 착취 주장에 대핚 대응에 있어서 직원의 역핛과 책임
5.8.1 기준: 직원과 관리자는 아동학대와 성 착취 주장에 대핚 대응 및 조사와 이를 정부기관에
넘기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핛과 책임을 읶식하고 있어야 핚다.
제 9 장 사건에 대핚 대응, 관리 및 학습을 위핚 관리제도
5.9.1 기준: 관리제도는 사건 처리와 본 정책에 따라 사건의 발생, 보고, 조사 또는 기타 처리과정
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 교훈은 학습되고 관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핚다.
5.9.2 기준: SCI 아동보호규약(Child Safeguarding Protocol)과 본 정책에 따라 처리된 개별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배운 교훈은 세이브더칠드런 홗동 전반과 그 밖에 적절핚 경우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고 최고의 관례를 개발하는 데 홗용될 수 있도록 핚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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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afeguarding Policy
1.0 Policy Statement
Working together with childre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ChildFund will take all steps
possible to create safe environments for children in all aspects of our work.
This policy sets forth our core values and commitments to children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 These values and commitments define ChildFund’s collective
identity, establish our accountability, require adherence to the highest standards, and promote an
organizational environment supportive of our work to ensure children’s protection, rights and wellbeing.
This policy also explains the minimum standards for members of the ChildFund Alliance for child
safeguarding (CS). Each Member must have their own contextualized safeguarding policy, using this
document as its guide to ensure consistency in policy and procedures across the ChildFund Alliance.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lies with each member.
When members form local partnerships for the delivery of programs, they must promote and
provide support to these local organizations to ensure that corresponding standards are applied in
these programs.

2.0 Guiding Principles

ChildFund Alliance members adopt the following values regarding children.
Dignity and worth of every child: We facilitate the creation of a safe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 dignity and worth of each child, regardless of ethnicity, race, color, language, religion, opinion,
gender, origins, birth status, ability, or membership in a particular group. We prohibit our
representatives from discrimination.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e: We recognize that children are active and competent contributors to
their development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s affecting their lives.
Empowerment: We encourage the empowerment of children to develop capacities for self-protection
and to advocate for issues that concern them.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We respect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promote
the four cor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non-discriminatio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2.1 Key Principles for Safeguarding Decisions and Actions

Openness: We will create a conducive environment wherein knowledge regarding CS measures will
be shared, and concerns openly raised and discussed.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 /crc.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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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 All safeguarding concerns and investigations will be dealt with on a need-to-know
basis. Records and communication will be handled securely.
Timeliness: Given the nature of concerns relating to CS, and the potential for increased or repeated
abuse, timely responses to concerns are essential. Reporting procedures establish mandatory
timeframes on reporting and responding to concerns once raised.
Partnership: We will work with partner organizations to promote corresponding standards as
described in the Child Safeguarding Policy. We will network with other agencies to promote CS
within their organizations and the wider community in which they operate.
Compliance: ChildFund members will comply with the Alliance’s Child Safeguarding Policy by
ensuring that their own policies and procedures meet the same standards. Members must also
comply with all relevant laws in countries where we operate, and policies should reflect this.
However, our policy and procedures sometimes go beyond local laws with more rigorous
expectations.

3.0 Definition of Terms
Child: For the purpose of this policy and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Child is defined as anyone under the age of 18 years.2
Child abuse is defined as acts that damage the child’s prospect of a safe and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into adulthood. It may be a deliberate act, or it may result from a failure to ensure a
reasonable standard of care and protection. The main categories of abuse are defin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s:
x physical abuse
x emotional abuse
x neglect and negligent treatment
x sexual abuse
x exploitation.
Child Safeguarding within the ChildFund Alliance refers to the set of organizational policies,
procedures and practices that we employ to ensure that we do no harm to children. Our aim is to
ensure that everyone associated with the Alliance is aware of and responds appropriately to issues
of violence, exploitation, abuse and neglect towards childre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form of child sexual abuse and a criminal offense. A child cannot
legally give informed consent to sexual exploitation.
x In line with this policy, any sexual activity with a child who is under the legal age of consent
of the country in which she/he lives, and in which the offense occu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consent, is child abuse and a crime.

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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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Sexual activity with a child over the legal age of consent of the country in which she/he lives
and in which the offense occurs, but below 18 years, will be dealt with as a breach of this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the Code of Conduct whether or not the act is criminalized in
that country.

Harassment consists of inappropriate comments or behavior that is demeaning, suggestive,
offensive, or physically harmful. It may include physical harassment, assaults, impeding movement
or blocking movements, unwanted attention or verbal harassment such as name calling and
labeling.
Bullying is unwanted, aggressive behavior that involves a real or perceived power imbalance. The
behavior is repeated or has the potential to be repeated, over time.3 Bullying can also happen
online, in person and through texting and posts on social media.
Grooming, in general, refers to behavior that makes it easier for an offender to procure a child for
sexual activity. It also includes online grooming, which is the act of sending an electronic message by
an adult to a recipient whom the sender believes to be under 18 years of age, with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a sexual relationship.4
Travelling Sex Offenders is defined as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y men and
women who travel from one place to another, and engage in sexual acts with children. The broad
term “child prostitution” is often associated with child sex tourism. 5
Alliance Members in the framework of this document, is the term used to refer to the members of
the ChildFund Alliance.
Local Partner is defined as an organization that works with ChildFund to deliver projects and
program activities in the field.
Partner Organizations include local partners, networking agencies, contractors and suppliers with
which ChildFund is involved for the delivery of services to children.
Child abuse images (formerly known as child pornography) are defined a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sexual purposes.

4.0 Scope

All Members of ChildFund Alliance must meet the standards set out in this policy. The policy applies
to all of the following:
x Staff members
3

Definition adapted from stopbullying. http://www.stopbullying.gov/what-is-bullying/definition

4

ChildFund Australia

5

Child Wise Tourism, ECPAT Australia, p 3. http://www.ecp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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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x

Interns and volunteers
Local partner organizations and their staff (when working on ChildFund activities)
Contractors
Consultants
Members of governing bodies (i.e. board members)

Furthermore, policies and procedures must also be followed in working with “other representatives”
who may become engaged with ChildFund activities, including:
x Journalists
x Sponsors
x Donors
x Supporters
x Celebrities
x Politicians
For example, documentation may refer to keeping detailed records or logs to show that
representatives have been briefed about ChildFund’s safeguarding policies, know and have agreed
to comply with the policies. Similarly, attention and documentation are needed in supervising these
other representatives when they are engaged with or visiting ChildFund programs, or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beneficiary communities (such as when communicating with sponsored children).

5.0 Accountability, Monitoring and Reporting
5.1 Accountability

The boards of directors of ChildFund Alliance Members are ultimately accountable for CS. The CEOs
of member organizations and national directors (or the person appointed to oversee
implementation) at country level are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CS policies that comply with this
Alliance policy.

5.2 Monitoring

To monitor adherence to this policy, it is mandatory that all Alliance Members document their CS
procedures, and code of conduct to demonstrate active use of, and compliance with this policy.

5.3 Reporting and Responding
All ChildFund Alliance staff and representatives are obligated to report concerns. Alliance Members
must ensure that their policies stipulate the reporting of concerns not as a choice, but an obligation.
For example:
x

you see or hear of abuse or suspect a case of abuse

x

an allegation of abuse is made known to you through a staff member

x

a child discloses an incident of abuse.

All CS concerns must be reported within 24 hours using clearly documented procedures set in place
by each Alliance Member. This must include a written report.
An initial response will be given within 72 hours of learning of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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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for all staff to remember that their responsibility is to report concerns, not to conduct
investigations. In all cases, maintain confidentiality by reporting concerns only to the appropriate
person.
x
x

Report internal cases (which involve staff and other representatives) to a designated CS
policy focal point within the Alliance Member.
Report external cases (which involve community members and other agencies) to the
relevant community authorities and the organization concerned.
o Serious external cases (e.g., sexual violence, torture or severe physical abuse) where
the alleged perpetrator is not a representative of ChildFund must also be reported
to the local authorities.
o External cases where the alleged perpetrator is a staff member or representative of
another organiz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designated person within that
organization.

All ChildFund Alliance Members should have in place a child-friendly way for children to report
concerns. They must also have child-friendly methods to demonstrat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5.4 Recruitment

Safeguarding policies of national member organizations will stipulate steps to take all reasonable
precautions to ensure that staff, volunteers, and interns do not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children.
Policies will reflect that all members will consistently apply robust recruitment procedures for all
staff, volunteers, and interns that include:
-

criminal record check (or alternative in some country contexts);
at least two verbal reference checks; and
behaviour-based interview questions.

5.5 Code of Conduct

Clear guidelines for behavior of our staff and representatives are essential to ensure our people do
no harm to children. All members of ChildFund Alliance must agree and sign up to the Code of
Conduct.
Alliance Members must have a code of conduct that all staff are required to sign and abide by as a
condition of their employment. (See Annex 2 in the procedures for the Code of Conduct signing
sheet.)

5.6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All Members of the Alliance must undertake a range of precautions when sharing information about
children in all our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Practices should reflect general principles of
caution for protective reasons:
x Do not disclose information that could reveal the identity of a child (date of birth, full
name, lo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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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o explain requirements for how images can be used, and for obtaining formal
consent about their usage; and
x Give clear guidelines on how to portray children in images and reporting.

5.7 Responsibilities of Staff and Representatives:

ChildFund Alliance must ensure that all staff and other representatives are fully aware of, and
adhere to, the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Procedures. All Members should be vigilant in ensuring
their procedures around recruitment practice, staff induction and training, and management
responsibilities promote and support this policy.
All ChildFund Staff and other Representatives are required to:
x become familiar with and understand local procedures for reporting and responding to
individual or specific cases of child abuse; 6
x immediately report concerns that a child is a victim of child abuse or sexual exploit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local procedures;
x respond to a child who has been or fears being at risk of abuse or exploit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local procedures and with the child’s best interest and safety in mind;
x cooperate fully and confidentially in any investigation of concerns or allegations.
Breaches of this policy and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responsibilities will incur the following
sanctions:
x For staff and managers: disciplinary action leading to possible dismissal.
x Local partners and other representatives associated with ChildFund: actions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of all relations including contractual and partnership agreements.
x Where relevant, legal action.
All ChildFund representatives are obligated to report violations of this policy in keeping with the CS
procedures or other policies established by their Member organization and as required by local laws
in the countries of operation.
Concerns and breaches will be investigated under this policy and, where appropriate, will be
referred to statutory authorities for criminal investigati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member works and in accordance with disciplinary procedures. Accordingly, if a legitimate concern
about suspected child abuse is raised that proves to be unfounded after investigation, no action will
be taken against the reporter. However, false and malicious reporting will be investigated, and
appropriate actions will be taken .

6

Local Procedures will be developed in line with the local resources and laws in the countries where the policy is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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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Fund Alliance Child Safeguarding Procedures
Section I
1.0 General Statement of Intent
ChildFund Alliance believes in a world that respects the rights of all children and where children will
grow up safe from harm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in life. This means that during our engagements
with children in our programs and projects, we intend to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care.
ChildFund Alliance’s “Child Safeguarding Policy,” with its “Code of Conduct,” broadly outlines the
steps and responsibilities ChildFund takes to ensure that no harm is done to children. These “Child
Safeguarding Procedures” explain the practical actions to take for implementing the policy and
outline how to ensure compliance with standards and laws to make the Alliance a child-safe
organization. All staff and other representatives must follow these procedures.

2.0 Scope

These procedures apply to the ChildFund Secretariat, ChildFund Alliance Members, other
representatives listed in the policy, local partners and their staff. ChildFund will work with local
partners to ensure that they understand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required of them by their
association with the Alliance. ChildFund expects all listed to abide by its safeguarding policy and
Code of Conduct.
As a child-focused organization, we aim to observe the laws, customs, and traditions of countries we
work in or visit. We acknowledge that the laws and childcare practices in some countries differ. In
cases where such laws, customs or traditions contravene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7 these latter two shall prevail.

3.0 Local Translation

ChildFund Alliance’s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Child Safeguarding Procedures” should be
translated into local languages to ensure that all staff and partners understand and can easily refer
to and apply them.

3.1 Definitions

The definitions covered in “Child Safeguarding Policy” also apply to the procedures.

Section II
4.0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Awareness
4.1 Recruitment and selection processes

ChildFund Alliance members will follow strict procedures in line with safeguarding principles to
ensure that they only employ staff, volunteers or other representatives who are suitable to work
with children. Guidelines for choosing persons who will have direct contact with children should
7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http://www.un.org/en/universal -declaration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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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 safeguarding considerations into all stages of the process, from the job advertisement to
the final job offer and signing.

4.2 Recruitment of Staff, Consultants and other representatives
Where applicable, ChildFund Alliance will require prospective employees and other representatives
to be subject to:
a) a criminal record check, to completely exclude those with a sexual offenses record,
especially for posts that involve direct work with children;
b) an employment history check with at least two references who can confirm their suitability
to work with children;
c) signing the “Declaration of Acceptance” in line with the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Code
of Conduct;
d) interview questions during recruitment that explore suitability to work with children; and
e) induction training on CS and protection issues and the code of conduct relevant to the post.
Measure: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staff and others must reflect safeguarding principles by
ensuring that checks and procedures are in place to screen out anyone who may be unsuitable
to work with children.
Measures to be taken
How to implement
Job advertisements contain a reference to Job advert:
ChildFund Child Safeguarding (CS) Policy.
x Place CS statement in the advertisement for the
For example, “The post holder will perform
post.
all tasks in line with the CS policy.”
x Include CS statement and specific responsibilities
of the post holder in the job description.
Information to candidates includes
reference to CS and CS recruitment and
selection procedures.

Information to applicants includes:
x
x

Summary of CS policy.
“Disclosure of Convictions Form.”

x Consent to “Criminal Records Check Form."
Employment interviews pay attention to CS Employment interview:
factors and suitability of the candidate to
x Develop interview questions to determine
work with children.
attitudes, perceptions, and behaviors toward
children and CS issues. Questions should be
general but also specific to the position.

x
x
Successful candidates are subject to
thorough background checks prior to
employment being confirmed.

Identify and resolve employment gaps.
Ask about any convictions or disciplinary record.

x Ask about CS issues relevant to the role.
Pre-employment vetting:
x

Do criminal records check.

x

Ask references (see “Reference Inquiry Form”)
specifically about the candidate’s work with
children. Ask about the candidate’s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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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professional or personal conduct around children
(and any concerns).
Do a sight check on qualifications claimed on the
application form.

x Review job history.
• Request a passport where available, as proof
of identity.
Any employee who has access to children’s
data must have the same background
checks as those employees who have direct
contact with children.

4.3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Local Partner Organizations
A critical aspect of ChildFund’s strategy is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partners in program planning
to integrate elements of CS policy and good practice.
Local partners, individuals, and agencies contracted to provide services that may involve direct or
indirect contact with children should be recruited in a safe manner. In this context, partners include
field-based organizations, contractors and suppliers involved in the delivery of program activities
and operations.
ChildFund Alliance will work proactively with local partners to ensure that measures are taken to
minimize the risk of harm to children in programs and project activities, operations and
management processes.
Use a “Risk Assessment Tool” (see Annex 3 for sample) to evaluate high-risk programs and activities
that involve children. Use the “Partnership Assessment Tool” for every project that involves contact
with children, to identify risks and develop a mitigation strategy to minimize harm.
Local partners will be supported with training, mentoring and information resources. In some
instances, local partners will be assisted in developing their CS policy, with similar standards to
ChildFund’s policy and code of conduct .
The recruiting officer and ChildFund staff should:
a) Inform the local partners of their status and obligations to deliver safe programs and protect
children.
b) Be sure that partnership agreements include a statement of commitment to implement CS
policies and procedures.
c) Ensure that local partners make clear their position and approach to working with children and
how they propose to respond to any instances of abuse.
d) Confirm with others -- such as contractors and suppliers who have no direct contact with
children but who are linked to the ChildFund program -- that they understand the standards
required of them by their association with the Alliance. They are expected to abide by the CS
Policy and Code of Conduct also.
e) State that ChildFund will respond promptly to any concerns and allegations of abuse, and liaise
closely with local partners and statutory agencies to ensure they are dealt with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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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learly outline in the partnership agreements agreed procedures for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oncerns involving breaches of CS policy such as child abuse and exploitation.

Measures Required of Local Partners – External
Measures to be taken
CS materials disseminated to local
partners/other key actors. (These should
include the CS Policy, local reporting
procedures and code of conduct.)
All partners fully briefed/ trained/supported
on CS Policy.

How to implement
x List local partners/ key actors who should
receive CS materials.
x Provide a condensed version of the policy in
relevant language(s) accompanied by a cover
letter of explanation (which should indicate
plans for subsequent training sessions).
x Prepare a checklist of formal and informal
partners who will require briefing.
x Develop and carry out a work plan for
training.
x Organize a system to track and document all
training and briefing sessions.
x Identify any support that may be needed
beyond training and briefings. Plan for and
provide support. Document this work all
along the way.
x Double check everything as your program
processes unfold. Review training notes and
workshop reports to stay informed – look for
evidence that partners are aware of and
implementing CS policies.
x Distribute “Keeping Children Safe” standardsbased training materials to partners, e.g.,
through workshops.

5.0 Supporter Relations

ChildFund Alliance recognizes that supporters would lik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ir sponsored
child(ren). This aspect of the program occurs through letters, emails, social media and sponsor visits
to the child and the community. Steps will be taken to protect the sponsored children, ChildFund
and the supporter reputation. To ensure that children are not at risk from unapproved,
unsupervised or inappropriate contact with supporters:
a) Brief and orient supporters on the nature of the vis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hild
and the community.
b) Have the Supporter Relations Department review communication and correspondence
between supporters and children to ensure they are appropriate and respectful of the
child’s family and culture. Protect the privacy of the child, the supporter address, and
contact details. ChildFund will consider any unmediated contact between a child and
supporter in the same light as an unauthorized contact.
c) Do not allow supporters to place photos or personal information of children on websites or
intranets, due to privacy and security risks. Supporters who wish to share photos or stories
should contact the communications team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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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Child Safeguarding in Programs
ChildFund Alliance and its members seek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al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programs. The Alliance Program Committee’s new standards aim to
integrate safeguarding principles throughout the program cycle of program planning,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Strengthening child protection will be an ongoing focus in ChildFund’s programmatic practices,
particularly around the dangers children might face in their communitie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risk of abuse, neglect, violence and exploitation, all programs and projects will be designed,
implemented and monitored using processes that actively assess safeguarding risks; and actions will
be taken to eliminate or minimize these risks. A simple assessment tool appears in Annex 3 for your
use.
In addition, when developing projects for children, these five points are essential:
x Detail potential safeguarding risks, mitigation and risk management measures.
x Assess the potential capacity of project partners for CS, as well as their overall capacity to
support the project. Use the risk management tool (Annex 3).
x Follow up on CS risks in the project’s monitoring and evaluation activities.
x Train local partners on ChildFund’s CS policy and procedures and/or help them develop their
own if they do not have policies.
x Supervise all staff compliance with CS policy and procedures, including signing of the Code
of Conduct. Remain alert and responsive to CS issues.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n Programs
Measure: All activities, especially those involving direct contact with children, must be evaluated to
ensure that any CS risks are identified, and adequate controls developed to mitigate risk.
Measures
How to implement
In order to safeguard children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incidents, risks have been assessed
and controls developed in the following areas:
Practice (measured against CS Policy/Code of Conduct) x Set systems in place to monitor
staff behaviors, attitudes,
perceptions.

Program activity – e.g. temporary care of children =
high risk

x

Address concerns specifically and
generally through ongoing
meetings.

x

Develop internal policies for areas
of risk that have been identified.

x

Identify areas of risk and update
them regularly.

x

Put mechanisms in place to manage
and decrease risk.

x

Set up systems to monitor the
degree to which CS polici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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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staffing –
levels/profile/competence/deployment/monitoring

External environment – local CS risks addressed as far
as possible

x

Make a visual map/chart of the
above actions.

x

Identify potential risks identified at
individual and program levels; e.g.
gender mix, the level of contact
with children, turnover.

x

Organize systems to manage
possible risk areas.

x

Establish a process to monitor,
discuss, and document external
risks to children (e.g. linked to
security, cultural, socio-economic
concerns).

x

Set up systems to address these
issues (e.g. community and
children’s awareness-raising /
community-based responses).

7.0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Take all actions possible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children (including those enrolled for
sponsorship), families, community members and supporters. All staff and others must adhere to
ChildFund policies and guidelines on privacy, communications, and reporting about children, in
addition to CS policy and procedures.
x

Hold all children’s information in a secure location. Restrict access to authorized users only.

x

Do not portray children with images or information that could put them at risk of being
easily identified or located. Authorized use is required in line with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guidelines.

x

Explain the CS policy to photographers contracted to work for the Alliance. Get their
signature on the form saying that they will follow the rules.

x

Portray children respectfully and with dignity.

x

Follow the code of conduct in this document.

8.0 Reporting and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Abuse
Four building blocks ensure child safeguarding across the ChildFund Alliance:
1)
2)
3)
4)

Awareness strategies
Prevention strategies
Reporting allegations of abuse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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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efforts will be made to raise awareness and prevent abuse from occurring. We will also respond
to any allegation of abuse within 24 hours when a report is made.
To this end, all ChildFund staff and representatives must be aware that any allegation of abuse or
exploitation of children made against them will be investigated.
Employees who do not act in accordance with ChildFund’s disciplinary procedures may be dismissed.
Under the law of the relevant country, statutory authorities may also be notified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is also applies to any representative or staff of any local partner
agency with whom ChildFund has agreed on child protection protocols.

8.1 Raising Concerns
Everyone covered by the ChildFund CS Policy has an obligation to raise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a child. It is critical that staff and others are clear on what steps to take so that they can quickly and
appropriately respond. You must raise your concern and report it within 24 hours if:
a) you see, hear of abuse or suspect a case of abuse
b) an allegation of abuse is made to you
c) a child discloses an incident of abuse.
Reporting concerns is not a choice; it is an obligation. Tell the relevant person in ChildFund, based
on the local procedures that you developed for your office or member. Local procedures within each
country or location explain exactly who is responsible for receiving your report. These procedures
enable the policy to be acted upon and are based on a thorough mapping of the CS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Make these procedures widely available to staff.
The local reporting procedure must be developed by Members who are adapting the ChildFund
Alliance Child Safeguarding Policy to reflect their structure and context. How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all persons involved in the process must also be a key factor to consider when
developing the procedure.
If a staff member feels that he or she cannot report a CS concern in accordance with this
safeguarding policy and procedures, due to a genuinely held belief that the policy has been
compromised, then they must report it in keeping with other organizational protocols such as the
Whistle Blowing Policy.

8.2 Responding to Concerns

When children have possibly been abused, action is critical for their safety, protection, and support - as well as for the accountability process. To meet the above standards of reporting and
responding, ChildFund will:
a) take seriously any concerns raised;
b) take positive step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 who are the subject of any
concerns;
c) support children, staff or other adults who raise concerns or are the subject of concerns;
d) act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in instigating or cooperating with any subsequent
process of investigation;
e) be guided through the CS process by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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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isten to and take the views and wishes of children seriously;
g) work in partnership with parents/carers and/or other professional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
Take the highest level of care to maintain confidentiality and to respect the integr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Information will be shared on a need-to-know basis. The safety of everyone
involved will be considered.

8.3 Documentation
Document your CS concerns on your organization’s incident reporting form. All documentation and
notes are sensitive and must be handled with care and confidentiality. Number the form by case and
hold it in a secure location for evidence on our response to incidents.
The person documenting the incident will be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at the case file is
maintained and updated as necessary.

9.0 Learning and Development

All new staff and persons covered by the scope of the policy must undergo an induction session
during orientation that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CS policy and procedures. The Human
Resources (HR) department or CEO (or CS focal point) will conduct this session, with support from
the CS focal point. New staff must sign the declaration of acceptance indicating compliance with the
rules within the policy and code of conduct. Records and documentation of this process must be on
file with HR for compliance and auditing purposes.
Provide refresher training at least once a year for all staff. The CS focal point will organize additional
specific training relevant to the roles of staff. The training manual should include topics on child
abuse and other harmful practices relating to children’s rights.

LEARNING AND DEVELOPMENT
Measure: Staff and other stakeholders are supported in order to develop CS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 appropriate to their roles.
Measure
Induction processes include thorough
briefing/introduction to the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Code of Conduct.

How to implement
x Conduct the briefing. Follow up with other
training/learning on CS policies.
x

Use resources such as the “Keeping Children Safe”8
materials.

A process exists for evaluation of learning
and development needs.

x

Identify CS learning needs (e.g., via appraisal system)
and ensure they are met.

x

Make CS policies, guidance and materials available
through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x

Use existing forums, such as team/staff meetings, for
discussion/exchange on CS.

x

Ask staff, with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annual
appraisal, questions on what they have done to
implement CS policy in the last 12 months.

Issues relating to child abuse and CS are
integrated into existing management
processes such as induction, supervision,
annual review, team meetings, and
debriefings.

8

http://www.keepingchildrensaf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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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Fund Alliance Code of Conduct
This code will be used in tandem with the Child Safeguarding Policy, ChildFund Alliance Standards,
and other policies.

A. Scope
All ChildFund Alliance Memb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must adhere to the common values and
commitments outlined in this Code of Conduct in their work with or through ChildFund.
x Staff
x Contractors
x Volunteers
x Interns
x Local partners
x Members of governing bodies (i.e., board members)
x Other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s (all of whom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hereafter as
“ChildFund representatives”)
ChildFund sponsors, donors and supporter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when
interacting directly with children and beneficiary communities; for example, when visiting or
communicating with sponsored children.

B. Guiding Principles

ChildFund members adopt the following values:
Honesty and integrity: We see honesty and integrity as necessary for being accountable to
sponsors, donors, partners, communities and the children and families we serve.
Cultural sensitivity: We value cultural diversity and expect everyone associated with ChildFund to
respect other cultures and to be sensitive to the ways in which their behavior, dress and practices
may be offensive to local people.
Dignity and respect: We view every child, fellow workers, and the governments, communities and
families we work with as entitled to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We work in an ethical manner that respects the principles of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 suppor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especiall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Optional Protocols, and we view ChildFund programs
as a means of helping to fulfill children’s rights.
Humanitarian principles: We see our work as humanitarian and seek to adhere to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Do No Harm, gender equity, harmonization and neutrality; that is, not taking sides or
playing favorites in a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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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based development: We recognize the strengths, capacities and assets inherent in
communities and support them to lead and forge the changes they wish to see.

C. Core Commitments

ChildFund Alliance holds these commitments to be inviolable:
Integrity and honesty: All ChildFund representatives must be forthright, transparent and accurate in
their dealings with others; accurate and honest in their communications; and avoid any involvement
in crime, corruption or practices that could tarnish the reputation of ChildFund or impair its work, or
place children and families at risk.
Accountability/stewardship: All ChildFund representatives must be transparent, honest and lawful
in all financial matters; exercise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and show good stewardship in
managing the resources of sponsors, donors and partners.
Respect: All ChildFund representatives must treat each other and those whom they serve with
dignity and respect.
Cultural sensitivity: All ChildFund representatives should demonstrate among themsel ves and with
others an appreciation of the values and practices of different ethnic and religious groups. They
should be aware of local cultural beliefs and norms, respect unharmful local practices such as norms
of dress and behavior, and avoid demeaning local people and customs.
Sexual conduct: ChildFund representatives must create a work environment free of sexual
harassment. Also, they must not abuse their power and authority by tacitly or explicitly demanding
sex from a subordinate or a beneficiary or by engaging in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such as
having sex with a prostitute in a program country. Relationships that are based on a tacit or explicit
abuse of power will be regarded as violations of this Code.
Promote human rights: All ChildFund representatives must respect human rights, including gender
equity, and non-discrimination. Expressly prohibited are discrimination,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and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exploitation. These terms are defined in the ChildFund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are extended here to adults.
Reporting: All ChildFund representatives are obligated to report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ir respective member organization and as required
by local law.

D. The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s employees or representatives of ChildFund Alliance, you are required to promote the
organization’s core values, core commitments and principles.
You will:
x work actively to protect children and comply with the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procedures;
x protect the safety and well-being of others as well as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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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protect the organization’s assets and resources;

x

maintain confidentiality of sensitive information;

x

respect and listen to the opinions of young people;

x

report any matter that breaks the standards contained in this code of conduct.

Maintaining high standards of personal and professional conduct means you will not behave in a
way that breaches the Code of Conduct, or undermines your ability to do your job or bring
ChildFund reputation into disrepute.
You will not:
x engage in sexual relations with anyone under the age of 18, even if the age of consent is
lower;
x

abuse or exploit a child in any way;

x

exchange money, employment, goods or services for sexual favors;

x

drink alcohol or use any other substances in a way that adversely affects your ability to do
your job or affects the reputation of the organization;

x

possess or profit from the sale of illegal goods or substances;

x

accept bribes or significant gifts (except small tokens of appreciation) from governments,
beneficiaries, donors, suppliers or others, which have been offered as a result of your
employment;

x

undertake business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with family, friends or personal
contacts or use the organization’s assets for personal benefit;

x

behave in a way that threatens the safety or security of yourself or others or contravenes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your work is taking place;

x

use the organization’s computer or other equipment to view, download, create or distribute
inappropriat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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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
CHILDFUND ALLIANCE CHILD SAFEGUARDING
Declaration of Acceptance
Child Safeguarding Policy:
Providing a protective environment for children
I have received:
o The ChildFund Alliance Child Safeguarding Policy
o The Child Safeguarding Local Procedures (Headquarters, Regional or Country Office)
o The ChildFund Alliance Code of Conduct
I have discussed the contents with my manager, and I agree to be bound by them.
Name:
Position:
Program/Department and Location:
Signature:
Date:
To be completed by manager/person doing the induction:
I have shared and discussed the contents of:
o the ChildFund Alliance Child Safeguarding Policy
o the Child Safeguarding Local Procedures (Headquarters, Regional or Country Office)
o the Code of Conduct.
With the person mentioned above. He/she has indicated his/her agreement to be bound by
them.
Name, position and location of manager:
Date policy discussed: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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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2
CHILDFUND ALLIANCE CODE OF CONDUCT
Signing Sheet
I have received the ChildFund Alliance Code of Conduct. I have discussed the contents and
raised my concerns and questions, and I agree to be bound by them.
Name:
Position:
Program/Department
Location:
Signature:
Date:

To be completed by manager/human resources/person doing the Induction
I have discussed the contents of the ChildFund Alliance Code of Conduct with the above
named. He/she has indicated his/her agreement to be bound by them.
Name:
Position:
Date Policy was discussed: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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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Good Neighbors Child Protection Policy

1. 배경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91년 한국에서 시
작되었다. 굿네이버스의 사명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빈곤과 재난,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북돋우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설립 초기,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들, 특히 힘없고 약한 아이들을 돕는다는 우리의 사명은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굿네이버스가 기획하고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기저에는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이 있으며, 이는 굿네이버스의 사명, 행동
강령과 더불어 굿네이버스가 계획·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원칙으
로 지켜지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은 굿네이버스의 사업 철학이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
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이다. 굿네이버스는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아동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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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정책의 이해

2. 목적
본 아동보호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 아동에게 해가 되는 모든 형태
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정책을 기반
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아동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완전한 아동보호를 실현한다.
이차적인 목적으로는 굿네이버스 임원 및 직원, 관련자들이 무고 또는 오해로 인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비난은 단순히 사회적 이미
지의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 기관에서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도 큰 차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지키고자 노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 학대가 예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3. 범위
본 정책은 다음의 사람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굿네이버스 임원 및 직원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 해외파견직 및 촉탁직)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굿네이버스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
굿네이버스와 계약 및 협약을 맺은 개인, 단체 및 기업
굿네이버스 활동 회원, 미디어 관계자 및 기타 참여자
(이 경우, 해당 활동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함을 인지토록 함)
*굿네이버스 임직원을 제외한 상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하 ‘관련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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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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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원칙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은 UN 아동권리협약과 굿네이버스 사명선언서 및 국내외
아동보호 법규에 명시된 아동 권리의 보호를 근간으로 한다.

4-1

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모든 활동의 기초이다.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고유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하여야 한다.

4-2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과 관련된 활동이나 아동의 이익에 관한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4-3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및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4-4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아동과 관련된 일에 대한 아동 스스로의
의견 및 견해가 그들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존중되도록 한다.
4-5 아동의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은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의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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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 학대뿐 아니라, 자국의 법령의 해석에
따라 성인 여부와 상관없이 학대행위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학대로 정의할 수 있음.

아동학대의

신체학대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
거나 또는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유형
방임 및 유기

방임은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서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서비스, 관리감독,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의 건강과 안전,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유기는 아동의 보호와 감독을 이행하지 않고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학대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
하여 성추행, 아동 매춘과 포르노그라피, 성적 이용을
위한 아동 매매를 포함한다.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언어
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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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학대, 착취 및 노동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활동을 말한다.

아동노동*

'노동가능 연령’ 이하의 아동이 열악한 환경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며 아동의
잠재력과 존엄성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 노동가능 연령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 즉, 강도가 낮은 노동가능
연령(아동의 건강과, 안전, 교육과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경우 만 12~15세,
개발도상국은 12~14세), 노동가능 기본 최소연령(의무교육 과정 이후로 만 15세,
개발도상국의 경우 만 14세)에 준할 것을 권장하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노동임을 전제로 함

6. 행동강령
굿네이버스 임직원 및 관련자들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6-1

임직원 및 관련자들은 반드시,

아동권리에 민감성을 가지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제거
혹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며, 아동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편애 없이 공평하게 대한다.
아동이 속해 있는 환경이나 활동 시, 자신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 소통을 위한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아동과의 관계와 활동은 보고 절차를 가지고 공식화 하도록 한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공적으로나 사적으
로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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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직원 및 관련자들은 결코,

아동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이 우려되거나 의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아동에게 어떠한 종류의 학대나, 착취, 부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아동의 심신을 해칠 수 있는 폭력의 사용이나 학대를 하지 않는다.
아동을 지도 및 감독의 이유로도 체벌하지 않는다.
아동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일체하지 않는다.
아동과 성적인 관계나 행위, 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아동 의사나 아동의 행동과 상관없이 부적절한 성적인 행위와 관계의 책임이 어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아동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등 아동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성인과 아동의 관계에서 아동이 항상 약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위와 힘을 남용
하지 않는다.
기타 아동을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등,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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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과 예방
1-1

인식 확산
굿네이버스 임직원 및 관련자들은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굿네이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이행되도록
한다.

1-2

채용과 선발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자를
분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채용과 선발 시 적용한다.

굿네이버스는 임직원 및 관련자 채용과 선발 시 아동관련 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를 요청
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범죄 전력 조회 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자의 채용과 선발을 철회
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임직원 및 관련자 채용과 선발 시 굿네이버스의 아동보호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며, 채용 이후 굿네이버스의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동
의와 준수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다.
(참조) 동의서 및 보고 양식_1. 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page 23)

굿네이버스는 임직원 채용과 선발 시 지원자들의 기본적인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16

- 170 -

Part II

1-3

실행과 적용

교육 및 지원
굿네이버스는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본 아동보호정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숙지하
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원을 실시한다.

굿네이버스는 신입직원 연수뿐 아니라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연수,
직급별 교육, 사업별 교육 등에 본 정책에 대한 이해과정 시간을 포함시켜 교육을
제공한다.
굿네이버스는 임직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본 정책을 교육하는 시간을 정기적
으로 가져 아동보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쓴다.

1-4

정보 보호
굿네이버스는 수집 및 저장된 아동 관련 정보가 훼손, 변조 및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 운영되도록 각별히 관리에 힘쓴다.

아동의 개인정보가 담긴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접근권을 제한
하여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동의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아동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임의로 조작,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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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수행
2-1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굿네이버스는 사업계획 수립, 진행, 평가 등 일련의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아동
보호정책 기본원칙(Ⅰ-4)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굿네이버스는 아동
의 권리가 증진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받도록 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기초로 하되, 아동의 의견 및 견해를 충분히 고려
하여 존중되도록 한다.
아동권리에 반하는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및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아동의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2-2

마케팅 활동
굿네이버스는 나눔 문화의 확산과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권장
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마케팅 활동이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
및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굿네이버스 직원 및 미디어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마케팅 활동 진행 전 굿네
이버스 아동보호정책 및 마케팅 활동 세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고 이를 이행하
도록 힘쓴다.

(참조) 아동보호정책 세칙_1. 마케팅 활동 (pag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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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활동
굿네이버스는 굿네이버스 회원 및 관련자들이 굿네이버스 산하 사업장에서 활동 할 시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 및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나눔 활동을
독려하고, 참여 활동을 하는데 있어 아동 권리를 옹호하며, 아동의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힘쓴다.

굿네이버스 회원은 굿네이버스 사업장에서 활동하기 전에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정책 및 회원활동 세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힘쓴다.
(참조) 아동보호정책 세칙_2. 회원 활동 (page 34)

2-4

옹호
굿네이버스는 아동 인권침해와 더불어 국가 제도 및 정책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확산과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힘쓴다.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 힘쓴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적인 사안에 대해 아동, 부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동의 권익을 높이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의 활동을
기획하여 실시한다.
아동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른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
으며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위배된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캠페인, 세미나 및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도록 노력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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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와 대응
3-1

보고
굿네이버스 임직원 및 관련자들은 모든 사업현장에서 본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해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에는 ‘아동보호정책 위배 사실 신고 보고서’에 의거, 피해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장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참조) 동의서 및 보고 양식_2. 아동보호정책 위배 사실 신고 보고서 (page 25)

사업장 책임자는 접수된 보고 내용 파악 및 조치 사항을 확인한 후 동일한 내용을
본부 내 관련부서 책임자 및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한다.
사건발생을 보고 받은 본부의 관련부서 책임자는 내부관련세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효과적 대응 및 복구를 위해 노력한다.

3-2

조사 및 대응
본 정책의 위배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인권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가해혐의자가 본 정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를 즉시 중단시키고, 보고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 아동과의 접촉을 일체 금하도록 한다. 또한, 가해혐의자에
게는 혐의사실을 알려주고, 사실 확인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충분한 소명
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해혐의자의 혐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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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및 조사에 따른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해 놓고 이 같은 내용을 극비문서로
취급하여 그 사본을 법률 담당 부서에 발송한다.
가해혐의자의 신상정보 및 위배 행위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단 수사
기관과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위반과 징계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사유 및
심의 기준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특히 굿네이버스 내부 임직원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시 즉시 업무를 중단
시키고 퇴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해자가 굿네이버스 임직원외 관련자일 경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대응 과정에 협조한다.
굿네이버스 모금국 및 해외 사업국의 경우, 해당국 법령에 근거한 내부 규정을 현지
임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5. 정책 이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
본 정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굿네이버스 직원 및 관리자들은 아동보호에 대한 각각
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굿네이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힘쓴다. 직책별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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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굿네이버스 전 직원은,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본 정책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사업 현장에서 본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5-2

관리자(지부장, 시설장, 본부 내 대표직책)는,
해당 지부/시설 또는 사업장/업무 내 아동보호정책 이행을 책임진다.
사건 발생시 본 정책에 따라 보고와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본 정책 이행 절차과정의 회의/협의에 참석한다.
피해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직원 및 관련자들이 아동보호정책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지원을 한다.

6. 모니터링과 평가
굿네이버스는 사업수행 전 과정에 걸쳐서 본 아동보호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엄격하
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 아동보호정책에 반영되도
록 힘쓴다.

7. 협력기관의 이해와 협조
굿네이버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협력기관들은 굿네이버스의 비전과 목표에 동의하며 본 정
책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는 모든 협력기관
에 굿네이버스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고, 본 정책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시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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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용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본인,

은 굿네이버스의 아동보호정책을 충분히 읽고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인은 본 아동보호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아동보호정책의 기본원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성

월

일

명

생년월일

(서명)
년

월

일

굿네이버스 회장 귀하

※ 서약인은 본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수집됨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서에 기입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굿네이버스 개인정보보안 매뉴얼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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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보고 양식_2아동보호정책 위배사실 신고 보고서

아동보호정책 위배사실 신고 보고서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위배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의심이 되신다면, 아시는 대로 상세히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즉시 (가급적 해당 근무일 이내에)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 양식은 보고 전후에 작
성해도 무방합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이 양식은 오직 작성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며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만 보내도
록 합니다. 이 보고서는 극비문서로 취급되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1. 작성자에 관하여
성명

소속

작성자가 굿네이버스 직원일 경우 지부명/시설 또는 사업장명

직장주소
아동의 위험상황을 파악한 경로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2. 아동에 관하여
아동의 성명
아동의 연락처

아동의 성별

아동의 생년원일

또는 보호자 연락처

아동의 보호자

아동과의 관계 /

이름

3. 사건 발생 내용

□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 의심이 되십니까?

□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까?

□ 만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아동보호 정책이 위배되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그 분(들)이 누구인지 또 그 분(들)과 아동의 관계를 서술해
주십시오

사건 일시 / 장소

가해자의 성명 / 소속

굿네이버스 직원일 경우 지부명/시설 또는 사업장명

사건 발생 내용 어떤 상황이었나? 누가 있었나? 장소, 시간 포함해서 기술
작성자의 개인적인 관찰 눈에 띄는 상처, 아동의 감정적인 상태 등 ※사실과 의견 혹은 전해들은 이야기를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 내용 어떤 상황이었나? 누가 있었나? 장소, 시간 포함해서 기술
주장되는 사건에 다른 아동/사람들도 연루되어 있었습니까?
위험에 처한 또 다른 아동들이 있습니까?
작성자가 취한 행동

작성일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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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케팅 활동
굿네이버스는 나눔 문화의 확산과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그
굿네이버스는 나눔 문화의 확산과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마케팅 활동이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 및 훼손하지 않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마케팅 활동이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 및 훼손하
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따라서, 굿네이버스 직원 및 미디어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마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따라서, 굿네이버스 직원 및 미디어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자
케팅 활동 사전에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및 마케팅 활동 세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고
들은 마케팅 활동 사전에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및 마케팅 활동 세칙에 대한 사전 교
이행하도록 힘쓴다.
육을 받고 이행하도록 힘쓴다.
1)

아동보호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 원칙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아동이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모금 및 홍보 목적의 마케팅 활동 전 과정에서 아동과 보호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존엄
성과 인권을 존중한다.
아동의 촬영 및 정보수집은 아동 당사자 및 그 보호자의 공식적인 동의를 거쳐서 진행
한다.
인터뷰 및 촬영 시 해당 지역의 아동을 둘러싼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이 처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노력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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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취재 및 촬영 전 준수사항
취재 및 촬영 컨텐츠 보도가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려한다.
사진 및 영상촬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 미디어 관계자 등은 본 기관의 아동보호정책에
대해서 서면 교육을 받고 미디어 관계자 서약서 내용에 합의한다.
(참조) 동의서 및 보고 양식_3. 미디어 관계자 활동 동의서

촬영 전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촬영동의서를 받는다. 촬영 및 정보수집에
대한 활용목적과 범위, 내용을 촬영동의서에 명시하고, 그 내용을 아동 및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안내한다. 당사자의 상황(문해력, 시력 등)에 따라
서면동의가 어려운 경우 구두동의(녹취)를 진행한다.
(참조) 동의서 및 보고 양식_4. 아동 개인정보 수집과 미디어 보도에 대한 동의서
*보호자: 부모를 포함한 아동의 실제적인 보호자를 지칭하며, 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의만 받는다

아동이 속한 사업장에서 단체 촬영을 진행할 경우, 촬영 전 촬영목적을 반드시 공지하
고 대표자(지역/현장 기관장, 단체장 등)의 촬영동의를 받는다.
아동이 혼자 있는 것이 좋은지, 혹은 편안하게 느끼는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
주고 인터뷰 및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1-2 취재 및 촬영 시 준수사항

아동의 성장 가능성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한다. 왜곡된 상황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아동을 둘러싼 장애, 빈곤, 기타 이유로 아동의
존엄성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사진 및 영상 속 아동의 모습이 성적 자극을 주거나 왜곡이 없도록 아동의 의복, 자세
및 배경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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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 아동이 부담과 압박,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통역을 하는 경우 현지
문화와 아동 상황을 고려하여 통역하며 대화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한다.
아동의 신원을 보호하며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한다. 특히 매춘, 매매, 포르노그라피 등 민
감한 주제를 촬영할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성별의 임직원 및 미디어 관계자가 취재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면을 피해 촬영한다. 취재 및 촬영의
구성에 따라 아동이 범죄자 혹은 범죄의 자발적 참가자로 비춰지지 않도록 한다.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은 지양한다.
아동의 사생활(편지, 일기 등) 취재는 아동의 동의를 구한다.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시 굿네이버스 직원은 현장에 있는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취재 및 촬영에 동의를
하여도 아동이 현장에서 진행을 거부할 경우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개인적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필요시 담당부서
를 통해 활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3

취재 및 촬영 시 상황별 가이드라인
빈곤, 기아 및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신뢰도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한다.
질병은 사실에 근거한 취재와 촬영을 통해 원인과 증상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전달
한다.
장애 아동을 비하/차별하는 표현, 장애유형과 상태를 부각하는 표현은 지양하며 취재 및
촬영과정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차별하지 않는다.
학대와 착취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며 정확한 사실을 취재, 촬영한다.
아동노동을 취재하는 경우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컨텐츠 구성/반영 시 왜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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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가 예상되는 이슈(학대피해/가해 아동, HIV/AIDS 감염아동, 소년병 이력아동
등)의 경우 취재 및 촬영 정보는 보안에 유의해 신원노출로 인한 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동의 촬영물 및 아동의 정보는 아동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
한다.

2)

촬영물의 사용 및 피드백 관련 준수사항
아동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관계없이 홍보 및 모금에 유리한 목적으로 아동의 결과물과
정보를 조작하지 않는다.
후원을 목적으로 아동의 촬영물(사진, 동영상) 및 아동의 정보를 캠페인화 할 경우 아동의
이름과 거주지는 사업국의 현지사정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실명 또는 가명처리를
결정한다.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동의된 목적 외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은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아동의
사진 및 영상을 허가 없이 복제, 제공할 수 없다.
촬영한 결과물이 언론, 미디어 등에 홍보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본 자료가 미칠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진 및 영상촬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 미디어 관계자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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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의서는 굿네이버스 사업장을 방문하여 촬영하는 미디어 관계자들(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 관계자)에게 해당되며
굿네이버스 아동 보호정책을 이해하고 마케팅 활동 세칙에 준하여 활동할 것을 서약하기 위함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활동 동의서

본인,

은 굿네이버스 사업장에 아동을 대상으로 취재 및 보도, 촬영을 하는 미디어 관계자

로서 ‘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및 ‘굿네이버스 마케팅 활동 세칙’을 충분히 읽고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인은 본 아동보호정책 및 마케팅 활동 세칙에 기반하여 미디어 활동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
해되지 않도록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성

월

일

명

생년월일

(서명)
년

월

일

굿네이버스 회장 귀하

※ 서약인은 본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수집됨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서에 기입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굿네이버스 개인정보보안 매뉴얼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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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보고 양식_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미디어 보도에 대한 동의서
Part I

정책의 이해

※ 본 동의서는 아동 취재 및 촬영 전 아동 및 아동의 법정 대리인, 관계자들에게 받는 양식으로, 촬영 협조 및 아동 개인 정보를
미디어 보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 취재 및 촬영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미디어 보도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미디어 보도 동의서
나(아동)는 굿네이버스와 미디어 취재 및 촬영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촬영에 협조할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를 해당 미디어와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SNS, 인쇄물, 홍보물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보호자), 기관 및 지역사회 대표자 동의서
본인은 본인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법정대리인/ 기관 및 지역사회 대표자로서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의 내용을 숙
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사진/영상 촬영 및 자료 활용에 동의합니다.

아동 / 청소년
성명

인 (서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법정대리인 (보호자) / 기관 및 지역사회 대표자
성명

인 (서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아동 / 청소년과의 관계

년
동의자

월

일
인 (서명)

※ 아동의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역시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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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활동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회원과
회원과
참여자들(이하
참여자들(이하
‘회원’이라고
‘회원’이라고
한다)은
한다)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산하산하
사업장
사업장
활동
활동
시
아동의
시 아동의
인권이 인권이
침해되지
침해되지
않도록 않도록
내부 규정을
내부 규정을
사전에사전에
숙지하고
숙지하고
아동보호에
아동보호에
힘쓴다.
힘쓴다.
또한,
나눔또한,
활동을
나눔
독려하고,
활동을 독려하고,
참여 활동을
참여하는데
활동을있어,
하는데
아동의
있어,권리를
아동의 옹호하며,
권리를 옹호하며,
아동의 아동
정보
보호에
의 정보보호에
힘쓴다.
힘쓴다.

1)

아동·회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업장 활동 원칙
1-1

사업장 활동 전 준수사항
회원은 현지의 사회 문화적 현황을 포함한 사업장 방문지침 및 굿네이버스 아동
보호 정책을 반드시 사전에 교육받고 관련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토록 하며,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 할 수 있다.
(참조) 동의서 및 보고 양식_5. 회원/자원봉사자 활동 동의서

회원의 사업장 방문은 방문할 국가의 정치 문화적 상황 및 사업지역의 위험정도를
기준으로 사업국 및 모금국의 안전에 대한 판단 하에 방문이 진행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중계를 통하지 않은 회원의 개별적 결연아동방문은 금하며, 사전 협의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회원의 방문은 거부될 수 있다.

1-2

사업장 활동 시 준수사항
회원의 결연아동 방문은 반드시 굿네이버스 직원의 동행 하에 사업국의 지부관리
사업장 및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업장 기준)에 한하여 방문을 진행한다.
또한, 아동과의 만남은 직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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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사업장 방문 동안 아동에게 학대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사업장 방문 시 종교, 인종, 문화, 나이, 성별, 장애, 정치 등의 이유로 아동과 가족을
비하하거나 회원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주는 차별적인 언행은 해서는 안되며, 아동
에게 반가움의 인사를 할 때도 신체적 접촉(예 : 껴안기, 뽀뽀 등)은 삼가한다.
회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동안 아동에게 학대 또는 부적절한 행동이 가해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장 방문 시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동 및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사진 촬영
을 한다.
회원과 아동은 상호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는다. 회원은 개인 연락처를 아동 및 지역주민
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과의 개인적 만남을 위한 정보를 묻거나 기록하지 않는다.
만약, 아동의 연락처를 전달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현지 직원에게 전달한다.
아동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초청, 재방문, 선물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일체의 현금을 전달해서는 안되며 물품 등도 무분별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별도의 지원을 원할 경우 모금국의 주무부서와 상의
후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2)

아동정보의 보호
회원에게 제공된 아동의 정보는 본래 목적 외에는 사용하거나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회원은 결연아동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경우
굿네이버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회원은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아동, 아동의 가족,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와 사진에 대해 무분별하게 발설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예: 블로그, SNS 등)
기타 사항은 사업국 및 사업장 내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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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보고 양식_5회원/자원봉사자 활동 동의서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Good Neighbors Child Protection Policy

※ 본 동의서는 굿네이버스 사업에 동참하는 회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해당되며 굿네이버스 아동 보호정책을 이해하고 회원
활동 세칙에 준하여 활동할 것을 서약하기 위함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회원 / 자원봉사자 활동 동의서

본인,

은 굿네이버스 사업에 동참하는 회원/자원봉사자로서 ‘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및 ‘굿네이버스 회원 활동 세칙’을 충분히 읽고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인은 본 아동보호정책 및 회원 활동 세칙에 기반하여 활동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
도록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성

월

일

명

생년월일

(서명)
년

월

일

굿네이버스 회장 귀하

※ 서약인은 본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수집됨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서에 기입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굿네이버스 개인정보보안 매뉴얼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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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보고 양식_1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제출용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본인,

은 굿네이버스의 아동보호정책을 충분히 읽고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인은 본 아동보호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아동보호정책의 기본원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성

월

일

명

생년월일

(서명)
년

월

일

굿네이버스 회장 귀하

※ 서약인은 본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수집됨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서에 기입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굿네이버스 개인정보보안 매뉴얼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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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준수
Ⓒ 채우룡 / Good Neighbors

서약서에 서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취 후에 굿네이버스 인사팀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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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10대 핵심가이드라인]

1.

우리는 모든 아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모든 아동을 대할
때 합당하게 행한다.

2.

우리는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 인권증진을 위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3. 우리는 유해한 환경, 제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개선한다.
4.

우리는 국적/성별/인종/나이/사회적 지위/종교/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아동이 속한 문화와 규범을 존중하고, 아동의 말과 의견을 경청한다.
6.

우리는 아동의 사소한 요구에도 간과하지 않고,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언행도
주의한다.

7.

우리는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되, 또한 아동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
9. 우리는 아동보호를 위해 예방, 보고,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한다.
10. 우리는 아동 자신과 아동을 둘러싼 부모, 교사, 리더들과 함께 일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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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목적
기아대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동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세계관, 환경,
의사결정방식,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의 모든 활동과정에서 1.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2.
기아대책 전 직원, 관련자들이 무고 또는 오해로 아동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예방하며, 3.
아동이

책임

있는

존재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적인 아동보호원칙과 행동 수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의 정의
모든 활동 과정에서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관 차원의 활동지침으로, 모든 피해
및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 및 사전 예방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목표
1) 선의적인 활동일지라도, 의도하지 않게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한다.
2) 활동 중 유념해야 할 아동관련 안전, 생활, 위기대응 활동에 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
공한다.
적용 대상
1) 기아대책 직원 / 기대봉사단 / 실습생 / 자원봉사자
2) 기아대책 이사, 후원자, 미디어 관계자 및 기타 참여자
3) 아동
기대효과
1)

아동을 보호합니다.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험발생을 최소화한다.

2)

임직원 및 관계자를 보호합니다.
모든 직원 및 관계자들은 아동을 대할 때의 행동 수칙과 위기상황 시 대응조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다.

3)

기관 및 기관의 대외신뢰도를 보호합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약속을 지키는 기관으로 책임을 다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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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동보호행동지침
1) 기본원칙
ü

아동을 존귀한 존재로 인지하며, 아동의 인격을 존중한다.
아동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최대한 아동의 결정을 존중한다.

ü

아동을 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의사 결정 시, 아동 권리와 아동의 잠재력 증진을 최우선시한다.

ü

아동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동은 국적, 성별, 인종, 언어, 사회적 지위, 종교,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동등하다

ü

아동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견해를 존중한다.
아동을 지도하되, 또한 아동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

ü

아동을 주체적인 존재로 대우한다
아동들 간에 보호를 위해서 아동이 주체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ü

아동이 속한 문화, 관습, 전통,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존중한다.

2) 행동수칙
①

신체접촉

Do
ž

아동과의 신체접촉 시, 아동이 속한 문화 규범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한다.

ž

아동의 행동을 제재할 경우,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ž

위험성 있는 상황들에 대해 사전 숙지하고 그에 대처한다.

Do Not
ž

아동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신체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
②

정서적 지지

Do
ž

아동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먼저 물어본다.

ž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응원한다.

ž

아동과 대화 시에는 눈높이를 맞추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ž

아동의 자기결정 능력을 신뢰하고 최대한 아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ž

아동들에게서 배우는 태도를 가진다.

Do No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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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아동에게 폭력적, 모욕적인 언행, 조언, 제안을 하지 않는다.

ž

말, 눈빛, 행동 등으로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는다.

ž

특정 아동을 편애, 차별적, 불공정한 대우 및 특혜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ž

아동을 동정 어린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친절에 유의한다.

ž

인종, 종교, 문화, 나이, 성별, 정치 등의 이유로 아동을 비하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ž

아동에게 무례하고, 실례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ž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는다.
③

성적 보호

Do
ž

아동과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한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Do Not
ž

부적절하거나,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언행에도 주의한다.

ž

특정 아동을 집단으로부터 분리하여 개별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④

현장 활동

Do
ž

아동 담당자는 최대한 성인 2명이 2인 1조가 되어 아동을 함께 돌본다.

ž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인지하도록 사전에 알리고, 사후 피드백을 듣는다.

ž

아동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의약품은 보호자 또는 담당 간사와 상의하여 조절한다.

ž

아동에게 타 문화 이해가 필요한 것(숙박, 음식, 화장실 등)은 적시에 교육한다.

ž

아동의 활동 공간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ž

일정이 아동 건강에 무리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한다.

Do Not

1

ž

아동과 인사를 할 때 신체적 접촉(ex. 껴안기, 뽀뽀 등)을 삼간다.

ž

아동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으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ž

아동의 사소한 요구사항도 간과 및 방임1하지 않는다.

ž

아픈 아동을 방임 또는 방치하지 않는다.

방임 [放任, non-intervention] :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이 방치된 상태이다.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 지도의 소홀, 의료적ㆍ정서적ㆍ교육적 방임 등이 있다. 이 중 신체적 방임은 적절한 섭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기후에 맞는 의복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되는 무책임한 행동이 포함된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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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마케팅/미디어

Do
ž

사진,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아동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

Do Not
ž

아동을 앞에 두고, 회중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ž

아동이 특정 모금활동에 직접 참여할 경우, 보호자와 아동의 사전동의를 구한다.

ž

인터뷰 및 촬영 시 아동이 압박,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상세_미디어가이드라인 참고

⑥

후원 및 연락

Do
ž

특정아동에게 금품을 선물하기 원할 경우, 아동 담당 간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Do Not
ž

아동과 개인적인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는다.

ž

아동 보호자 또는 담당 간사와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ž

특정 아동에게 과도한 금전과 물품을 선물하지 않는다.

ž

아동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초청, 후원, 선물 등)은 하지 않는다.
⑦

위기대응

Do
ž

아동이 보호자와 담당자의 긴급연락처를 항상 소지하도록 한다.

ž

위기상황에서 아동이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ž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보고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을 구축한다.

Do Not
ž

위기 상황 시, 상황보고를 미루지 않는다.
⑧

아동상호관계

Do
ž

아동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사 시 즉시 알린다.

ž

아동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보관한다.

ž

모든 활동에 시간을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의를 지킨다.

ž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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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ž

안내자 및 리더의 말을 따르고,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ž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는다.

참고자료
ž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가이드라인

ž

아동보호정책 문헌(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굿네이버스/어린이재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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न ٣যҙ҅ ਗೞחѾҗޛਸӝਤ೧ܻޖೠ୫ਸъ
೯ೞחঋওחо
࢚߂ࢎীইزन֢࠙ਸೞחо 
नܴ࠙ ա ѐੋࣗ оҙ۲ࢎ೦١
ইزীѱ࢚ܳחഅߑध ݈ కઁ بझ  ղۨ࣌١ 
ਸࢎਊೞחঋওחо 
ইزਸখীفҊҗೞѱࠗਵ۽അ 
ߑ࣠୫ਵੋ۽೧ই ݺࢤزউҗࢤഝীਤ೧оغঋওחо 



࢚חغਤ೧ীߑઑܳஂೞחо
ߑ࣠അਵ۽ࢎഥղੋࠗ ܿجٮױբੋ١ 
࢚߂ࢎীӓੋޙҳաܳࢎਊೞৈীѱࠛಞೣ



җഇয়хਸਬߊೞঋওחо 
नই ܻࣗ ৌঈೠജ҃١ਸਃ࢚ਵܻޖ۽ೞѱ  ҙब
ਬݾܳبਵࠂ߈ ۽ਵ֢۽١ 
ইੋزઙ ޙ ܩചӒܻҊҴоীೠҊҙ֛աಞѼਸਬ



ߊೞޙחҳ৬ܳࢎਊೞঋওחо 
ѐੋҊҙ֛ਸੌ߈ചೞח݄ োࢎ١ 



ইࢎز۹ܳ৵ҋ ತ җ ୷ࣗೞঋਵݴഛೞҊपغѱ
୫ࠁبೞחо



ইزगࠁبद ইزೠ࢚ട݅ইઁޙצоߊࢤೠӔࠄ
ਗੋী೧ࢲחܖبо 



ইزੋఠ࠭߂୫Ѿҗޛਸ߉ইࠅࣻחо 
ইزਸزҗदഌ ࢚ডաೖ೧ࢎޑ۽ೞঋওחо 



ࠛहೞѱৈӝחোకై݈ بറਗ೧Ѿ଼ੋѪۢഅ
ೞח୫ߑध١ 
ইزਸ۽അೞחо 



بਵ߸۽ചػইزо ইز൞ݎҗԷਸഅ അ
җېীೠইࢤزпੋఠ࠭١ 

 છܶۉԴ ࢝ߒછܶऐࢄ ظऄ ܒϔ߂ظѭϝѭଚл६ঽࢆѣࢳऌࡒەҜ
߂ѭࡲٔݣϝࡳଙऌ߆Вʥࢄࡒࢄ֯দࠏओݡхછشଛ˅ԫɹଔ࠾ଟПЩ

- 226 -

- 227 -

- 228 -

- 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