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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җ ইࠁز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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ݾର
ইࠁزഐ ѐ֛
ইࠁزഐ Ҵઁӝળ
ѐߊഈ۱ীࢲ ইࠁزഐ ਃࢿ
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о٘
ೠҴ ѐߊഈ۱ ۅݓীࢲ ইزਸ ਤೠ ࣁо٘ ਃࢿ
ইࠁزഐܳ ਤೠ ਗҗ о٘ੋ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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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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೧ࢿ ח

߂ न ۱ਸ ನೣೠ ݽٚ ഋక ஂ৬  ܳನೣೞ ؘח6/ 
ই۞ زೠ о೯ਤࠗ۽ఠ উೞҊ ࠁਸ ߉ਸ ࣻ  חоীࢲ
ࢿೞѢա Ѫ ࠛоೡ ҃ উਵ ۽ন ࠁഐܳ ߉ਸ ࣻ  חӝഥܳ
ઁҕೞ ח١ ࠁ ա ജ҃ীࢲ ইزী ೠ ࠁഐо ܖয חѪ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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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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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ઑ
 ઁઑ
 ઁઑ
 ઁઑ
 ઁઑ
 ઁઑ
 ઁઑ
 ઁઑ
 ઁઑ
 ઁઑ
 ઁઑ
 ઁઑ
 ઁઑ
 ઁઑ

ইزӂܻ ࠁഐܳ ਤೠ ࠗ ଼җ ޖ
ժ৬ ࠛߨ ࣠ Ә
ݽٚ ഋక ۱ਵࠗ۽ఠ ࠁഐ
о হ חইزী ೠ ࠁഐ
ੑনইࠁ زഐ
դইࠁ زഐ
ইز֢زਵࠗ۽ఠ ࠁഐ
೧۽ ডࠗ۽ޛఠ ࠁഐ
ࢿ ஂࠗ۽ఠ ࠁഐ
ੋनݒݒ৬ ਬܻࠗ۽ఠ ࠁഐ
ݽٚ ஂࠗ۽ఠ ࠁഐ
ইߧزદী ೠ ࠁഐ
੬ ࠙੬ ࢚ടীࢲ ইࠁزഐ
ஂ ۱ ೖ೧ইރ زҗ ݃ ഥࠂ
ҕೠ ౸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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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ࠁزഐ Ҵઁӝળ *OUFSOBUJPOBM$IJME1SPUFDUJPO*OTUSVNFOUT
 ইޖ ز۱ جଵৈী ҙೠ ࢶఖࢲ ఖ ֙ ߊബ ֙
0QUJPOBM1SPUPDPMUPUIF6OJUFE/BUJPOT$POWFOUJPOPOUIF3JHIUTPGUIF
$IJMEPOUIFJOWPMWFNFOUPGDIJMESFOJOBSNFEDPOGMJDU

ইزҗ ࢿஂ ੋ ۽ઁޙ೧ 6/ ઁࢶఖࢲܳ ఖೞৈ ࣁ݅ ইز
 ߂ ޖ۱ଵৈܳ Ә

 ই ߂ ݒݒࢿ ݒݒزই ޛۆزӏઁী ҙೠ ઁࢶఖࢲ
ఖ֙ ߊബ֙
0QUJPOBM1SPUPDPMUPUIF6OJUFE/BUJPOT$POWFOUJPOPOUIF3JHIUTPGUIF
$IJMEPOUIFTBMFPGDIJMESFO DIJMEQSPTUJUVUJPOBOEDIJMEQPSOPHSBQIZ
ই ݒݒزই ߂ ݒݒࢿزইޛۆزী ೠ ҳ ӏઁ৬ ъ۱ೠ ߥ Ҵઁ ҕ
ઑ৬ ೖ೧ ইࠁزഐܳ ݾਵ ۽ೞࢶઁ חఖࢲ

 о оೠ ഋక ই ز֢زӔী ೠ Ҵઁ֢زӝҳ ഈড ഐ
*-0$POWFOUJPO$PODFSOJOHUIF1SPIJCJUJPOBOE*NNFEJBUF"DUJPOGPS
UIF&MJNJOBUJPOPGUIF8PSTU'PSNTPG$IJME-BCP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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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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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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ೞח
١ݽٚഋక۱ਸহঙ
(PBMઑഒ ъઁѾഒ ৈࢿೡ۹١ݽٚਬ೧ೠҙ೯ਸহঙ
(PBMDݽٚࣻળীࢲࢿಣ١җৈࢿ߂ৈই۱ചоܖয۾بѼҊೠ଼җद೯оמೠߨউਸఖೞҊ
ъചೠ
(PBM নੌܻ৬҃ઁࢿ пҊബҗੋઑܳా೧ъઁ֢زਸӔೞҊ അ౸֢ઁ৬ੋनݒ
ܳݒઙधदఃҊ ߽ࣗ֙߂زਗਸನೣ೧ооೠഋకইز֢زӘ߂Ӕਸࠁೞ֙ ݴө
ݽٚഋకইز֢زਸઙधदఅ
(PBM ಣച܂Ҋನਊੋઁب৬ࢎഥ ࢎߨഛࠁ ই࢚زਵ۽ೞח ஂ ੋनݽ ݒݒٚഋక۱
߂Ҋޙਸઙधदఅ

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Ҍ ࠙੬ դ ١ ࢚ട ইࠁزഐী ౠ߹ ஂডೞ
 ѐبҴ ஂডҴ ҃  ߂ Ҵоࣻળ ইࠁزഐदझమ ࢚ਵ ۽ডೞ
 ইز ࠼Ҍ դ ߂ ࠙੬ ١ী ࢚ടীࢲ ౠ߹ ஂড WVMOFSBCMF ೞӝ ޙٸী
ইࠁزഐী ೠ ࠁ֫  ࣻળ ӝળ ݃۲غযঠ ೠ
  ݺ ݅ ߔ ֙ݒইੋ زन ݒݒೞৈ ֢زஂܳ ೞҊ ٜ  חࣻ
ࢿݒݒী ъઁ زਗغҊ ਵ ࣻ ݴѐߊ࢚بҴীࢲ ੌযդ
 ࠗݽо হѢա  കܻझ ߑী ೠ ই زগই ز١ ࢿஂ ߂ ۱ী
ౠ ஂডೞ
 դ ࠙੬ ࢚ടী ೠ ইࠁ زഐ ݒ חઁޙ बпೠࠁ ߂ ݽࠗ ח ؘഐ
ࠗ۽ఠ ܻ࠙҃ חغо ࠼ߣೞӝ ޙ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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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⒖㞕⊢⒝㝶⋎㞇㖛㨜㪪㞉㙥▶▶㔦㞊①◞㝵①⌘㛾㢑㧦⒝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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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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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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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Ҵઁѐߊഈ۱ীࢲ ইࠁزഐ ਃࢿ
ܻীѱੌ بযզ ࣻ ੌ חj
ӣ00ॿ" חӝҙ য় ػېҊঘ റਗ֙ ࣻр Ӓ חन റਗইزਸ ߑ
ޙ೧৳য וզ ӣ00റਗо ইزীѱ ਬ೧ೠ ܳ ࣗೞҊ ਬನೠ ഇ
҃ ۽ ઑࢎܳ ߉  ࢎ חपਸ ঌѱ ژغೠ ୭Ӕ ࢿੋ ػ
റਗইزীѱ नਸ ݅ա۞ ৢ ࣻ  ۾بৈ࠺ܳ әೞӝ ب೮

#ӝҙ ࣻبীࢲ ೯ חغইزӂܻ ೯ࢎী ইزٜਸ ଵৈदఃӝ ਤ೧ ইٜ

ਸ ؘܻҊ ੌр ࣼ߅ೞ ೯ࢎܳ ݃ റ #ӝҙ ਗ ೯ࢎ ӝр  ਗ
ࠉࢎ ইزਸ ೮߉ ܳࠁઁ ݺ חѱ 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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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 о٘
 ѐߊഈ۱दࢎഥীѱ ইزਸ ਤೠ ࣁо٘о ౠ߹ ਃೠ ਬ
 ѐߊഈ۱ दࢎഥо  ഝزੋ ୭࠼ѐبҴ ஂডҴ ҃ ࢎഥࠁഐदझ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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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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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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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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ח
ٚ ইز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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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Ҵઁѐߊഈ۱ दࢎഥ৬ ইزਸ ਤೠ ࣁо٘
ইزਸ ਤೠ ࣁо٘ بੑҗ ਊ 


ইࠁزഐ

ই زೡ ࣻ  חਤ ߊࢤ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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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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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ইزীѱݽх  ࢿഇয়хਸࠗ חೠ݈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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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ѱद
ೞѢ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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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OJUFE/BUJPOT   r5PXBSEB8PSME'SFF'SPN7JPMFODF(MPCBM4VSWFZPO7JPMFODF
BHBJOTU$IJMESFOs/FX:PSL6/
6/*$&' 6/$IJMESFOsT'VOE   r#FIJOE$MPTFE%PPST5IF*NQBDUPG%PNFTUJD7JPMFODFPO
$IJMESFOs(FOFW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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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ইزীѱ উೠ Ҵઁѐߊഈ۱ਸ ٜ݅uܐ  



хࢎפ



- 21 -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Keeping Children Safe매뉴얼을 중심으로
(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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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 ࢳࡅଙ̘

߂ѭʬ ߄ࢴଛ ࣌ऍ րҗ̘


ȟ-GGRKPI%JKNFTGP5CHGȟ֍Њ߯ࡳ ࣵࡰݧԸ

জԹࡆߪ یոࢄ࢟Ь ؽऌࠥ ْؿ߳ۉୋ߳ۉબ࢝ ࢄ۱ࠏ

 ߂ѭࡳ ଛ ࢄۼଋɹғ
 ߂ѭࡳ ଛ ࢄۼଋɹғ ۉ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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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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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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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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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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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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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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ࢄۼଋɹғ
̘࣮
̘࣮
̘࣮
̘࣮

ࢺॷ
ࢆԬ
ࢵ५
ॷۺב

߂ѭࡳ ଛ ࢄۼଋɹғ ۉ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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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ࢆԬ
ࢵ५
ॷۺב

߂ѭࡳ ଛ ࢄۼଋɹғ ۉ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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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
̘࣮ ࢆԬ
̛˗ࡵ ऐࡕ˕ ˗˃Қ߾ʯ ָଞ ॺࢎ˕ ̛оձ ٕࠆଜˈ ̐Қࢇ ؏ࡶ ࢇଥଜˈ ̐߾ ҬԂ ଭѰଜѦԼ
Ѧࠪߞ ଞЬ

߂ѭؼୋлଛ

ऍࡒ˔ˀࡿ

ࠄଜ˒ॷࢋऌࢺଙ̘

ॶࡅ˒ˀߜ

ऍࡒପѭʅԳ

↟ҙܻ х ة 
↟ә ࠗࢲ߹ ਗ 
↟߹ ߹  

↟ਊҕҊ  ݶҊਊ҅ড
җীࢲ ਗ ଼ݺࢸ ޖ
↟नਗ ഛੋ ߧદ ӝ ۾ઑഥ

↟ೠ ೯زҗ ࠗೠ
೯ݺ زद
↟ਤ߈ द ઑ উղ

߂ѭɹ࣍˒ࡿ

રચμ̘˔˒ࡿ

રચμݨ

ୃߜ

୮ԭ˒˩ࡨ

↟नੑҮਭ য়ܻূప࣌
↟ইࠁزഐҙ۲ ࣻҮਭ

˒הऌࡒ

↟ࠗ ݽই ز١ ҙ۲о
ইࠁزഐী ೠ ଼ 
ߑউਸ ੋधೞ ۾بഘࠁ
↟ӝҙী ೠ ೖ٘ߔ ઁҕ
ߑߨ ݃۲
↟ইزҙ ߈ Ѽࣻ۴

↟ഈ۱ द ই  زഛੋ
↟ഈ۱ द ই زೱ ಣо
↟ഈড द ইࠁزഐܳ ਤೠ
ഈ۱ղਊ ನೣ
↟ইࠁزഐ ਤߓ द ࠁҊ ޖ
ݺद ઑೞ ঋ ҃
ഈড ӝ

↟ইࠁزഐ ী ೠ
ޙҗ ਗ
↟ইزҗ о ਗਸ ਤೠ
ਗ ഛੋ


߂ѭࡳ ଛ ࢄۼଋɹғ
̘࣮ ࢆԬ
ॶࡅ۱ նݘચ
9 ߂ѭ˒ ऍࢸࢳࡰԸ ࢸঝଙВ ऍࢆבɹ!ݣՄଜ ܶ ࢎВ ۉԃࢆɹ!
9 ָҕ ऍॷऍ˔ בଛ ֵୖଛ ऍ˽ ۭ̘ࠧܺבଛ ࠄ ଜࡳ ֵݡଛ ۭהծ վԭଛЩ
9 ߂ѭ˒ ऍࢸࢳࡰԸ ࢇଙВ ऍ ࢇבʾࡆ ˔ԭ ʾԬࢄ ࢎВऌծ ૣଞଛЩ
9 ॶࡅ ୬ؼʬ ߂ѭؼୋॷࢋ лଛ ۼଛ ̘ۭܺծ ଞ͆ ܛଛЩ
9  ࣡آʾԬ ˔ԭ ࢺؼծ ̘߮ ଛ  ࢴۉѭࡿ ݣۭ ߣ ࡳݢվԭଛЩ
9 ˔  ࢆୖ ࡒݣԭ ʵ ऋֵࡳ ଛ ۭգծ ࠾ଛЩ
9 ֱࢸ˔ࢄ ߂ѭؼୋ ˔ ࠧࢄ ԭଛ ָۉآԴ ˔ଛ ʾଲ˒ ऌࢎ ࢄݢВऌ ୖࢆଛЩ
9 ֱࢸ ߂ ݡѭؼୋ лଛ ऌࡒࡿ ѣࠧ ɹ˔ࡳ ୖࢆଜ ܶ ࢎВ ऐૣ ࡳהଞଛЩ
 ߂ѭؼୋ ݥই ʾଲ ؎ࡈ ࢷ ୀ࢟ ପѭ ײ ࠏବ Ҝ
9 ߂ѭ˒ ଞ͆ ࢇଛ ʾଲ˒ ࢳଟ ۺлଢ ߇˅ ࢎВ ۉԃࡰԸْਜ਼ ইۭծ ВЩ
9 ইࢆࡿ ࢆୖ ࡳࡒݣଛ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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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
̘࣮
̘࣮
̘࣮
̘࣮

ࢺॷ
ࢆԬ
ࢵ५
ॷۺב

߂ѭࡳ ଛ ࢄۼଋɹғ ۉԴ



߂ѭࡳ ଛ ࢄۼଋɹғ
̘࣮ ࢵ५
̛˗ࡵ ̛˗ ࢷ߾ ࢶࡈѸЕ ߅Ѱࢸؿ८ࢂ ࢇଭࡶ ଜࠆ ߅Ѱ߾ʯ ߇ࢷଞ ˁࡶ փҘЬ

 ̘˔ࡲ ۉأୠؽऌ߂ѭؼୋ ، ݢлଛ ࢺؼծ ࢼːଙВ ऌࠄ࣌ۉծ ܶପଛЩ
 ָҕ Ьˀۭࡿ ߂ѭࡳ ଛ ࢄۼଋɹғ лଛ ଲ ɹࠧ ࠩ୕ ࢴԕࡳ ̘࣎ ଲ ɹ ࢵ५
ࡿ ָҕ Ьˀ ૣଞݡੀЩ
 ߂ѭࡳ ଛ ࢄۼଋɹғ ،߄ࡳ ̘࣎ࡿ ࢵ५ࠧ ˀ Ě ࢴԕܶջࠓی˔̘࣬߳ۉࡅॶۺն
˔˒ۺն࣌Юરચμ ୃߜࡈࠏˀ Ҝ ࠆˀݡੀЩ
 ߂ѭ ଚл ۉʟ˒ ߂ѭؼୋ ؎ лଛ  ࠧ˅ؼлࡸ ࢵ५В ऌࠄ ە ࢳଟଙѣԹ ʋଛЩ
9 ߂ѭ лଛ ࢄۼଋɹғ ،߄ࡲ ۭԸ Щխ ˯ɹ  ऌࠄ ֎Ԁ ֊ʬ ̘˔ࡿ ˀࠧ ࢵ५ ࠆ
ˀ ߛਁݡଙ֯ ˯ࢼ  лդ ५ࡒࡿ ̘࣮ѣ ْଟଢߛ ଛЩ
9 ߂ѭ˒ ߂ѭଚлࡿ ࢺࡿВ ˯ɹ ࢄ ࢳ୕ה ଢ ҩӿ Щծ ܶ ࢎऌր ˯ࢼࢳ ࢺࡿࠧ ପѭࡿ
آծ ֵୖଙʬ ଢߛ ଛЩ
9 ऌࠄ ࢺ˔ ࡒ ࠧؼଛ նݘચ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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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
̘࣮ ࢵ५
ш քࡵ ࡢଵࡁܕձ ࢉएଟܹԼؿЬ ୪˕ࢶࡳԻ ࡢଵࡶ ؏ए
ଟ ܹ Ь
Ьˀ ଲ࠾ ܒɹ
̛˗ࢂ ֑ԃࡢإˁ ָ̍
߅Ѱ߾ оଞ ̛˗ࢂ ࢜ࢢࢶ ࠒଯԯ ӖЕ ߅Ѱ˕ࢂ ˗˃ طݥ
̛˗ࢇ ߅Ѱ˕ ࢻঠଜʠΟ ࠒଯࡶ Е ʨࢂ ࢜ࢢࢶ ࡢଵ
ࢉ ٗ ۱
ࡢଵࢂ ؈ۢɼМ߅ ˕۽Ѱ߾ʯ  ࠒଯࢂ ݪɽ ۽ૡɼ
ࡢଵࡶ ফܕଜˈ ؏एଜ̛ ࡢଞ ࢷԘ ࢇଭ
ࡢଵ˕ ࠖ؏࣏ ʦੵ ࢽܹ 
ࢂۘ  ܕیж
֎Ԁآୗʾ
к߅ ࡵ˗̛ ࢂݦѰଝоɼ փࠉଞ ˒߾ ࡢଜˈ ݡТ̧"
к߅ ࡵ˗̛ ࢂݦѰଝо یʢ оࡻࡶ ࡢଞ  ˕ئк˲ࢂ ̛М
ࢇ ীߟଞ ˒߾ ࡢଜˈ ݡТ̧"
߂ѭʬ ࣬В ࠏବ ӓВ ˔ˀ
к߅ ࡵ˗̛ ࢂݦѰ˕ ଡ͉ ࢊଢТ̧"
к ࡵ˗̛ ࢂݦएࠇیୣࠪ ߅Ѱ߾ʯ ࠒଯࡶ Т̧"
к ࢂ˗̛ ݦऐࡕ ˃˗ Қࡵ ߅Ѱ˕ ऐࢻ ࢻঠଢТ̧"



ਤਃࣗ ध߹ಣо Q

߂ѭࡳ ଛ ࢄۼଋɹғ
̘࣮ ࢵ५
ଲ࠾ܒծ ،ऌন୕ܒଙ̘ ଛ ࢴԕ ࢄପଙ̘
 ̘˔ ߅୕הѰࡶ ࡢଞ ࢇۿɼҖɼ ̛˗८ࡕ߾۰ ࣸࡁଜʯ ࠆʷएˈ߅Ѱ߅  ؑࡢ ؿѰଝ
о یʢࡶ оࡻଜЕ ؏˓ ࢇئʎѸˈ આָଥओ ܹ Ь̛˗ חЕ ࡋࠒ؏ݥչшیࢊݛ ݫ
߶ ଦߞٗݪձ ٸՁଜࠆ ࢊٕ ˁࡉ߾Е ̛˗ࢂ ࢢܕए ҟ Ьߦଞ ࡁࢉ߾ ࢂଥ ʼࢽѹЬ
 ࠄଜ˒ ॷࢋ߅Ѱ ࢇۿɼҖࠪ ˗ଞ ઞࢽଞ ࠇଟ˕ ଡ͉ ٕࠆѸЕ ॺࢎࡶ ऐࡕҚ߾ʯ ָଜʯ
۶ָଜ̛ ࡢଥ ̛࣑ࢂ ࠇଟ˕ ॺࢎ߾ ضɼ ଗࡁଜֲۚԻࡋ ࠇଟࡶ ࢿݤଥߞ ଞЬ ࣱ̛ ତ ॳ
࣏
 ࢺॷ˒ ࢵ५ऐࡕॹࡈ˕ ۴؈ࢽॺ˕ ࢸ८ऐࡕ ଭѰʈԶࡶ ૦ଡଜࠆ ̛࣑ࢂ ࢽॺ˕ ࢸ८Е ߅Ѱ
ࢇۿɼҖࠪ ࠉ˃Ѻ ଗࡁɼ Ь̛ࢿ ࢿחձ ଞ ऐࡕࡶ एࡕଜ̛ ࡢଞ ۚԻࡋ ࢸ८ࠪ ΰٕˈݦ
ࢽॺࡶ ࢿ ݤଟ ଗࡁɼ Ь
 ˀࠧ ˒ࢺࡢଵࡁ ܕૡɼ૽ओࢉ ˃Ի̐Ԓ  Իࣀઝࢂ ̛˕ ࢇଭ ˕ࢽ̛ٗ ӖЕ
ࠉɾ ࢸ ˈؿ८ࠪ ʋࡵ ̛࣑ࢂ ˃ࠪ ࢸ८ձ ࢶࡈଥߞ ଟ ܹѦ Ь߅Ѱ߾ оଞ ࡢଵࢇ ࢂݪѸʠ
Ο ࢿݨԻ ؈ۢବࡶ Ҷ ࢇձ ˈؿଜ̛ ࡢଥ ۚԻࡋ ࢸ८ձ ʎ؈ଥߞ ଟ ˁࡉѦ Ь
 ࠄԘ ʅ୕ऐࡕ˕ ˗˃߾ʯ ߅Ѱ ࢇۿɼҖ߾ оଞ ॺࢎ˕ ࢂ ߾הоଥ ۶ָଜˈ ˬଡࡳԻނ
ࠇԛࡶ ʈଟ ܹ ࡳֲ ࢇЕ ̛˗߾ ࢶଢଞ ؏ࡳݥԻ ࢇ՜ࣇߞ ଞ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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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
̘࣮ ࢵ५
 ࢵ ˅ؼ५ ࠓݡ

 -%5 ʀ ۉѣˮ ʀۉ։



߂ѭࡳ ଛ ࢄۼଋɹғ
̘࣮
̘࣮
̘࣮
̘࣮

ࢺॷ
ࢆԬ
ࢵ५
ॷۺב

߂ѭࡳ ଛ ࢄۼଋɹғ ۉ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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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ࡳ ଛ ࢄۼଋɹғ
̘࣮ ॷۺב
̛˗ࡵ ߅Ѱࡶ ࡢଞ ࢇۿɼҖ߾ оଞ ؏߇ࡶ ֻТਫ਼րଜˈ ʦੵଞЬ

 ߂ѭࡳ ଛ ࢄۼଋɹғ ࢺॷ˒ ࢵ५ࡿ ࢄପࡳ ࢺ̘ࢳࡰԸ ָПਜ਼ս ଛЩ
 ࣬࠾ ࢄଢз ˔̘ ۉʾࠏऎ˔ԭѶ ࠶ْ ӓВ ѤջѶ ࣌ऍ ʬ ࢺॷ ࢄପࡿ ˩ࢳݥ˒ۺ୮
Ҝࡳ ˅ؼଙ˅ ଢз έࡅࡳ ̘˔ࡿ ࠆԴ ૣ ۭ˅ؼଞ ݡੀЩ
 ۉ ࢼݥԴԸْਜ਼ࡿ ˩୮ࡲ ̘࣎ ߂ѭ ࢄۼଋɹғ лଛ ،߄ ʣੲࠧ ʋࢺ ࡧࡅଛ ࢺؼɹ ѶЩ
 ࢺॷ˒ ࢄପࡳ ࢺ̘ࢳࡰԸ ʣੲଙ˅ ϔվЩ ࠶ْɹʀۉɹ ːࡰࢳݢԸ ɹଛЩ
9 ࢳ̎ࢳ ָПਜ਼սࢼהɹ ۟ଙ̘ ࢴ ࢄۼଋɹғɹ  ࢄପѵ˅ ࢎВऌ ۳ ۉ࣌הҜࡳ ଢ ࢺ̘
ࢳࡰԸ ࢷʣ
9 ܶѭࢳ ָПਜ਼սۉʟ۟ ୬ ࢳࢵଛ ۉԴ˔նծ ଢ ࡒࢆࠓ، ࣌ Ҝ лଛ ˩୮ࡳ ߮
ࡳ ܶ ࢎЩ
9 ̘˔ࡿ ݣՄѣВ ؎  ߄ۉлଢ ߯վΜ ࢳࢵଙ˅ ઃֵଙʬ лࡸଙАζ Юԫ ࢎЩ
9 ࢄପ ߂ ڵПӿ ָПਜ਼ս˒ ʣੲ ցࡲ ϝԬࡳ  ߛ߂ޏଛЩ


߂ѭࡳ ଛ ࢄۼଋɹғ
߂ѭࡳ ଛ ࢄۼଋɹғ ۉ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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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ࡨ ࠓݡ
߂ѭ˽ն˩ࡨ

̘ࢺ˒ࡨ˩ؿ

ࢺ˒ࡨ˩୕ݧ



ࢆ˽˒ ࡧ߽߂ѭ˽նୃߜ



߂ѭࢆ˽ৗଢۉԴ ٔۮ



ࢆ˽ ̘ଛ ࢸ̏



߂ѭࢆ˽ࠥୋ



߂ѭ˽նୃߜ л ࡒ



̘ ʹࢺ˒ ˽ࢳ ʋࢌ



߂ѭࢆ˽ࠥୋɹ ܒʋ



ࠥୋࢴԕܶջˀୡ



˩ࡨ ࠓݡ
߂ѭؼୋ˩ࡨ

лە



ࡒۉلऌࠄ࣬߂״ѭ Ҝ


˩ࡨέࡅ

ࢺ̊ऍˀߜऍࢇࡅऍ۟ݞݥ

ࡧ߂ شѭଚлҩଚ˩Ԭ Ҝ лଛ ࢺࡿ  лঅ
،߄



ଢ߂ѭ˒ ɹଢࡿ ऋ  ەછۺ



߂ѭ˽ն ࡳ࢝ݣଛ έࡅ

˩ࡨ ୬ ֵۭ



ࢺॷ ʋࢺѷ ҳվЩ ѭࢇଛ ࢵ५Ը ऎପ

˩ࡨ ࠶ ѭ



ऍࡒࡅ୬ࡒࡅ ߄έ 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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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ࡨ ࠓݡ
ଢ࠶ۉلЬ˩ࡨ
˩ࡨέࡅ



߂ѭ˽նؼୋծ ଛ ײҞߪɹࢄғӿࢆ ܒʋ



߂ѭ˽նࠧ ߂ѭؼୋࡿ ࢄଢ



߂ѭ˽ն ࠏݡ ە

Ĝ߂ѭؼୋࢺॷ֍ ߄ؼЊ߯  ପѭʅԳࡳ ૣଞଛ
̘˔ ࢺॷ ֵۭଙ˅ ࢄծ ࣮ܶଛЩĝ



ײҞߪѭ ѭࡿ ˔ଛ ࠓݡ
ଢ࠶দࠏ
Μ ײҞߪ˔ˀ В ߂ԋࠧ ʈࢄ ײҞߪѭ˒
ѭࡿۭࠧ ˔ԭଛ ۉଡࡳ সٔட (7..; ϟࡿଛЩ

ࢄկːʋ лଛ ѭࡿ

̘ࡧऌ ֵ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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ײҞߪѭ ѭࡿ ˔ଛ ࠓݡ
،ה

ۉऎѭࠏײࢄ ̘ەऌ ˔ଢ
߂ԋࠧ ʈࡲ ۉଡࡳ ऌਾʲݞПЩ
 ۉऎࢄΜ ѭࠏ ࡳەদࠏଙ̘ ࢴ ߂ѭࢄΜ
ָْ ӓВ ؼୋࡿ ѭࡿծ ߮ʲݞПЩ
 ߂ѭࡿ ߲࣎ ࡳۺଢВ ۉऎ দࠏࡳ
ۑɹʲݞПЩ
 ߂ѭ˒ ߂ѭɹ࣍ ࠶ ۉऎࢄΜ ࢄײऌծ ѭࡿ
ߴࢄ ࢆਜ਼ϏࢄΜ ːː࢝ ܒʬݡଙऌ
߆ʲݞПЩ
 ،̘הɻ ѭ߄ ॣࡲ ۉऎࡳ ࡰࢳ߳ەԸ
ࡅۉଙऌ ߆ʲݞПЩ

ȉֵۭ



ײҞߪɹࢄғӿ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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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ؼୋࢺॷ ˮۺέࡅ ࠓݡ



ପѭʅԳ ࣮ܶ ѭࡿ лଛ ࠓݡ

ऍࡒ˔ԭ ୃ Ԭ̘˔җࡲ ʹਊ
 ݣࢳࢆ ːʵ ୌࡲ ଚлծ ɹଙऌ ߆ВЩ
 ߂ѭ˒ ʈࡲ ،ࢄΜ ৗлۭ ࢙ࡳ ऌ ߆ВЩ
 ߂ѭࡳ ५شଙʝΜ છࢺ߂ѭࡳ ߒଙऌ ߆ВЩ
߂ѭ˒ ࢸঝଙВ ָҕ ऍࡒ˒ ˔ԭҗࡲ
 ߂ѭ˒ ଞ͆ ࢎࡳ ҳВ ɹЙଛ ʋ،Ѷ ࢝ܒծ ࢄࡅଛЩ
 ߳ ߪࢎ בː˒ ۉծ ֵٔட ˮشଙѣԹ ଛЩ
 ߂ѭࡿ ˽նծ ࣎ࣵଙ˅ࢺऍଙʬ ̍ն˅ ࣵݣଙ˅
࣎ࣵଙВ վࡵࡰԸ ߂ѭҗࡳ лଛЩ
ࢇࡰࢳԸ Щࡵࡿ ۉଡࡲ ࢳࢵଙऌ ߆Щ
 ЬѤࡰԸ ߂ѭ˒ ऌΜʬ ցࡲ ݡɻࡳ ؼέВ ʥ
 أପԸ ୂࡿ ̘ ݊ࡈ ە ϧࢄВ 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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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ؼୋ ؎ ݡࠓ ۭ˅ؼ
 ࡳ࢝ؼ ٵଢࢄ ߣࠚ ࡲݢऍ  ࢄࢆؿ ۺ
ۺଙ˅ ֵۭଙѣԹ ଙ֯ ˔ԭ ْۭ ॷࢋʬր ؼ
έѣԹ ଟПЩࢄ ۭ˅ؼВ ۭ̎הٵԸ ঽ̔ѵߪ
ࡒ ࢝ؼ ٵ ҩӿ ˔նѹПЩ

 ࡿۺʋࢆࢳࢆ ˔९ ϻ ӳВ ەঅ߂ѭࡿ ʀ
ࢺࢳࢆ ە Ҝ
ȉࡿ ˒ݥۉʷ ୌࡲ ࢴଢҗࡲ ࢄߛ̘ծ ֵୖட ˮٔ
ଢ ࣬ ̘ݡԄПЩ

ଲ অଛ ӓ Щխ ߂ѭҗࢄ ࢎݞП̤!


ʀۉଟП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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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실제 적용 사례 공유
(김영일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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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 Workshop

ٮࢄۼхғԛ ߂ѭ߄ࢴؼୋࢺॷ

Child Safeguarding


6&.&KLOG6DIHJXDUGLQJ жк˗
̡ࠒࢊ

ࡉչЕ
߅Ѱ߾ʯ ߇ࢷଜˈ
ࡪ࢈ଞ
یԆҚТЬ.

ୖݥଟП̤!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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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ecretary-General’s Bulletin on Protec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ets out rules and standards
governing all UN staff and UN related personnel

ָѼࡿ ॷࢋ
This means:
• All UN staff
• All categories of UN Peacekeeping personnel
• All Non-UN entities, including NGO in co-operative
arrangements with the U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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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rotection

5

SCI Child Safeguarding Protocol
• ָی۴߯ ח0LVVLRQ6WDWHPHQW
• ߅Ѱ߾ оଞ ߟ& ܖRPPLWPHQWWR&KLOGUHQ

• ࢽࢂ ' ࡢإ HILQLWLRQDQG6FRSH
• ଭѰʈԶ &RGHRI&RQGXFW
• ࢇଭࢺʦ
• ࢉˈؿ؏ࠖݥоࡻ

6
- 47 -

SCK Child Safeguarding
• দ˘ ߅Ѱ߇ࢷ ॺࢽؿжк˗ 1&6)3 ָ
• एࠇ ߅Ѱ߇ࢷ ॺࢽؿжк ָ
• הیদࢠ ࣯ࢢ ě߅Ѱ߇ࢷࡕࡢؿୣĜ
• CS ࢇࢽݪࢂݕଢ଼ ݤ ݤɾ ΰ߾ &6)3߾ʯ ˈؿ

7

˕ࢿ

Rhetoric

=

Gap

Realit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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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Children Safe for Children.”

A Zero Tolerance
ࡕ ࢂࡈ˗ה
9

ʃیଢТЬ
Q &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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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안전한 개발협력사업
(이하령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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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aca Calyaneratne (Ỏ┊ᮢც⯶ቲᖆ International Child Safeguarding
Director)⓮ ③⸂ẋ ๊ ᦥ ┦ᙢ
1

z

߂ѭʬ ߄ࢴଛ ʋୃԬ !߳ۉ

ࣸࢺ  ̐ ˕߶یоۘࢇ ϼ˱ࢉए ˗˃ ߷ࢇ߂ѭࡿ ߄ࢴࡳ সٔட
˅ԫଙࠃ ܶ߳ۉପ˒ࢺۭ ऍɻࢸࢳࡰԸ ߂ѭࢄ অଜ ܶ ࢎВ ଲ
ࡳ ন ୕ܒଙࠃ ̘ ࡳ߳ۉୡଙВ ʥ
߅Ѱ߾ʯ ߇ࢷଞ ߶یԻࣀઝЕ ऌࠄࡿ ୗʾە ̍ն˅ ܶପ
˒ࢺۭ ߂ѭ ״࣬ җʬ ײВ ࡿѣࢳ ୌࡲ ࡿٵѣࢳ ࠏବ
лଛ ˅ԫɹ ғࢄ ݡՑߪࣄߛ ଡ


ઞࢆѣࢳ ̘ ەۭ ߂ѭࡲ Щߣଛ ଲ хࡇ ঽߜଜװ
Ի ܹ ߶ی ࢂ߶یଭ  ݤ؈ۢଟ ܹ Е ࡢଵࡁ ܕળ߆˕ ˁʃ߾ ш
ࡊ ࣯ࢂձ ̛ࡌࠆߞ ଡ



⬲⨮: Keeping Children Safe – Child Safeguarding Standards and how to implement them(2014)
2

- 53 -



߅Ѱ߾ʯ ߇ࢷଞ ̛ ࡶ߶یଜ̛ ࡢଥ

£

ֻҘ ̛˗ࡵ एࠇیୣࠪ ଥк ˲ɼࢂ ߅Ѱ˗ یئୣـए߅
Ѱ ݥ؏ ؿҟࡶ ૦ଡଞ ऌࠄ࣌ۉձ ଥ एࠇࢂ ۘଢ଼ ળ߆

¤

ֻҘ Ի̐Ԓ߾۰ ؈ۢଟ ܹ Е ߂ѭ лଛ ଲ࠾ࢆࡳ ર
߃

¥

ળ߆ѹ ࡢଵࡁࢉ߾ оଞ ʾʀ ، ࡳأվԭଙ˅ ࢄծ ଋԸ̍ԏ
ࢳ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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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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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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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가정과 학교, 기관,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에 대한 아동의 보호권 실현을 추구한
다.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착취, 유해한 전통관습 및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와 방치, 착취를 경험
한 아동의 회복을 지원한다.
경영진은 모든 월드비전 사무소에서 파트너십 아동보호표준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에 관한
월드비전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아동보호표준은 월드비전이 직원, 자원활동가, 후원자,
파트너기관, 기타 월드비전 관계자들이 자행할 수 있는 학대의 가능성으로부터 아동을 보
호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며 아동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각국 월드비전 사무소는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법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월드비전의
파트너십 아동보호표준과 일맥상통하는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월드비전 아동보호표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국제월드비전 아동보호표준 실행지
침서’에 안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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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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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다. 월드비전 사무소는 국내법이나 현지 실정에 따
라 자국의 아동보호정책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수립할 것이다. 여러 사무소에서 제정
한 아동보호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엄격한 정책을 따르도록 한다.

1.2 인식: 월드비전은 임직원, 후원자, 방문객, 자원활동가, 파트너, 기타 관련 단체 및 관
계자 모두가 아동보호에 관한 임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완수하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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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
과 지원부문에서 아동보호표준을 적용하고 전문적인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
는 리더십을 부여한다.

2.0 행동강령
2.1 아동보호 행동강령: 아동보호를 위한 행동규칙은 지역적,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아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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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각국 아동보호정책에 수록되어 있다. 직원, 자원활동가/인
턴, 후원자, 방문객, 파트너기관, 이사진/자문위원단, 외부 계약업체를 포함한 월드비전 관
계자 모두가 ‘월드비전 아동보호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해한다는 사실을 서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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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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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없이 (18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다.

1

여러 가지 행동강령은 ‘아동보호정책에 관한 아동보호연대

(2011)’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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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적절하게 또는 문화적으로 몰지각하게 쓰다듬거나 붙잡거나 키스를 하거나 껴안
거나 만진다.
c)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부적절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
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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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우미”로 고용하는 것이 아동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경우, 그리고 현지법
과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노동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아동에게 위험하고 유해한 일이
거나 그들의 등교를 저해하는 일이다. 아동노동에 대한 추가 설명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조 및 138조를 참조하라).
g) 아동이 월드비전의 돌봄을 받거나 월드비전 관계자가 월드비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다른 종류의 체벌을 가한다.
h) 상황 상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모/보호자의 동의, 운영상의 동의 없이 월드비전
업무를 목적으로 아동을 홀로 차에 태운다.

2.2 징계조치: 월드비전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아동을 부적절하게 대하는 행동
은 사업관계의 종료 또는 직원, 자원활동가/인턴십, 이사진/자문위원단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징계조치를 받는다.

3.0 직원채용
3.1 심사: 월드비전은 월드비전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
을 색출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동보호에 관한 신청서, 인터뷰, 참고자료 등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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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아동보호 조치는 월드비전 직원, 이사진/자문위원단, 자원활동
가, 외부 계약업자가 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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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방문객
4.1 방문 준비: 후원자 방문은 SO와 NO의 사전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SO는 후원자
들의 사업장 방문에 앞서 법적 허가 하에 그들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후원아동 방문이나 월드비전 사업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4.2 아동보호에 대한 방문객 오리엔테이션: 각국 월드비전 사무소는 방문객들이 관련 아
동보호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 명시된 요건은 사업장 방문객 또는 아동과 직
접 접촉하는 방문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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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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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5

- 89 -

고 묘사되어야 하며, 힘없는 피해자나 성적으로 도발적인 자세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5.2 동의: 월드비전 직원이 취합한 글과 사진, 영상자료의 주요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반
드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동의를 해야 한다. 설명이 선행되는 동의란, 대상이 보고
서나 사진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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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크를 피하고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이해하도록 아
동과 부모, 후원자에 대한 권한이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4 홍보 리스크 예방: 월드비전은 홍보, 소셜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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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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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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에 관한 표준을 위반할 시에는 이를 국내 아동보호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리스크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6.0 아동보호 위반사건과 대응에 관한 협약
6.1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한 보고: 월드비전 사무소는 현지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보고되면 이를 조사하여 대응해야 한다. 월드비
전은 아동보호 위반사건을 세 단계로 분류하여 대응한다. 이는 월드비전의 책임성과 배
상책임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다.

6.1.1 아동보호 위반사건 1단계: 월드비전 직원, 이사진/자문위원단, 자원활동가, 인턴, 계
약업체, 컨설턴트, 후원자, 파트너기관, 기타 월드비전 제휴기관의 직원이 자행한 아동보
호 위반사건은 1단계 사건에 해당된다. 각국 월드비전은 1단계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
한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대해 관할지역 팀이
대응하도록 현지법에 준하여 책임, 행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지침을 계획
에 포함시킨다. 아동의 생존과 안전,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1단
계 사건을 국제본부 아동보호 부서에 보고한다. (유해한 전통관습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
해서는 개별사건보고 대신 주기적인 사업장 차원의 보고를 받는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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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아동보호 위반사건 2 단계: 2 단계 사건은 아동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국제본부 아동보호정책 및 표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각국 월드비전은
첫 통지를 받은 지 24 시간 이내에 2 단계 사건을 국제본부 아동보호부서에 보고한다.
NO 의 경우에는 대륙본부 아동보호담당관의 책임 하에, SO 의 경우에는 국제본부
아동보호부서 본부장의 책임 하에 대응책을 실행한다.

6.1.3 아동보호 위반사건 3 단계: 3 단계 사건은 월드비전이 대응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한 의혹 또는 그 사건을 말하며, 배상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 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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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포함한다. 각국 월드비전은 월드비전 관계자나 프로젝트로 인한
학대 또는 위험 가능성 의혹에 대해 첫 통지를 받은 지 24 시간 이내에 국제본부
아동보호부서에 보고한다. 국제본부 아동보호부서 본부장의 책임하에 아동보호관련사건
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각국에서 대응을 실시한다.

6.2 보고 : 모든 월드비전 관계자는 월드비전 직원, 자원활동가, 계약업체, 컨설턴트, 후원
자,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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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
과 책무성을 도모하고 법규에 따라 사건의 추가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도 있다.

7.0 아동보호 프로그램
7.1 전반적인 아동보호: 월드비전 3대사업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장에서 월드비전은 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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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동의 최대이익을 위해 일하며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전하게 살도록 돕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불만토로와 대응을 위한 매
커니즘을 수립하고 지역아동보호의 위협과 사안들을 사업설계 과정에서 고려하며 파트너
기관들이 아동에게 더욱 안전한 곳이 되도록 영향력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7.2 제도화와 입양: 월드비전은 아동의 입양을 주선하지 않고 제도화를 영속시키는 방식
의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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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를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위험예방에 해당되며, 부모와 자년 간의
건설적인 상호관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관도 이에 해당된다.

8.2 학대에 대한 대응: 아동결연사업의 아동모니터링단은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목
격하거나 보고한 경우, 해당 월드비전의 아동보호 위반사건에 관한 대응계획과 현지법에
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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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의 리스크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한다.

9.2 윤리: 아동의 참여 활동은 아동의 최대이익을 최우선순위로 지키는 원칙과 윤리에
따라 디자인되고 실행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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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충분한 설명이 전제된 아동참여의 동의: 아동의 참여활동은 자발적이고 포괄적이며
(특히 취약아동의 경우), 아동과 부모/보호자 모두가 침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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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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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을 위반하는 행위. 3) 월드비전의 일시적으로 돌보는 중에,
또는 월드비전 활동에 아동이 참여하는 도중에, 또는 월드비전 직원, 자원활동가,
인턴, 계약업체, 컨설턴트,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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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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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본 정책은 2000년 1월에 승인된 ‘파트너십 아동보호표준’과 2011년 5월에 승인된
‘소셜미디어의 아동보호 잠정기준’을 대체 및 포괄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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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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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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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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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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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FUND, INC.

߂ѭؼୋ ࢺॷ

CHILDFUND Е ߅Ѱ˕ ߅Ѱࢂ ɼ࣐, ̐չˈ एࠇیୣձ оۘࡳԻ ܹ ࡶ߶یଭଟ Ҷ
߅Ѱࣱܹ ࡶॺࢽؿଞЬ. CHILDFUND ࢂ ֻҘ ࢎऐࡕࡵ ߅Ѱח ॺࢽؿ۰ձ ࢇଥଜֲ
ݨଭଞЬ.
ࡪࠀ ߅Ѱ̀չߟࡶ ̛؆ࡳԻ, CHILDFUND Е ߅Ѱࢂ ࢷࢉࢶ1 ؈бࡶ Ѧֻଜˈ ߅Ѱࢂ ɼ࣐,
एࠇیୣ ࠇԛࡶ ʈଞЬ.
߅Ѱ̀չߟࢂ  ࡶ܊ҬծЕ CHILDFUND Е ߅Ѱࢇ یୣࢂ ࢽࢂ߅Ԏ ࣑ࣸ ؇ˈ ஜࡶ ੁࡉֲ
ԅ ܹ Е ̙ࢽࢶࢉ ˁࡶ ࣏۽ଞЬ.
CHILDFUND Е ֻҘ ߅Ѱࢂ ˈࡪଞ ɼձ ࢉࢽଜˈ, ߅Ѱࡶ ࡢଵࡳԻٕਫ਼ ؿଜˈ ߅Ѱࢂ
̀չձ   ୃݨऎऑֲੁݤ, ߅Ѱࢇ ʢʈଜʯ एγ ܹ Е ˁࡶ ࣏۽ଥߞ ଞЬ.
CHILDFUND Е ٙૡҟࡳԻ ࢉଞ ݦࢶ, ࢽࢶݦ, یୣࢶ ࡢଵ߾۰ٕਫ਼ ߅Ѱࡶ ؿଞЬ.
߅Ѱָ ࡶॺࢽؿ ࢽࢂଜˈ ࣱܹଜЕ ʨࡵ ࡉ ࣸࡁଜЬ.
CHILDFUND ࢂ ࢎऐࡕ, ࢇیऑ, ࡕیه, ࢉ, Իࣀઝ жк ऐࡕ, एࠇ ˗˃ 
ળઝοҚࡵ CHILDFUND ɼ ̍ࢽଜˈ Е ଭѰʈԶࡶ ؆Җࣱܹ ݤଞЬ.
CHILDFUND Е ֻҘ ΟԂ߾ ˈࡪଞ ئ˃ɼ ЬЕ ʨࡶ ࢉࢽଞЬ. ࢽॺ˕ ࣱ̛ࡵ ଥк एࠇࢂ
ئ˃ࠪ Ѱࢊଜʯ ࢇଥѸ߭ߞ ଜֲ ̐˒ࢂ  ߾ئҬԂ खଭѸ߭ߞ ଞЬ. ̐ԜΟ एࠇࢂ ؿئЬ ࢇ
ࢽॺࢇ ш ߵʸଜʯ ࢶࡈѺ ܹѦ Ь.

ܹࢂ ࠇԛʈձ ଥ ܹ ݛݛԻ ̀չձ ࢉएଜˈ, ̀չɼ ରࡈѸЕ  ߾ࡢإоଥ ߊѦԼ
ଜֲ,  ࢿח؈ۢ ݤଥʼଜЕ Мԯࡶ ؑߦݤЬ.

ए

覌 ࢽ 袘 ࢂ 蜻 ձֻѿʉশی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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५ش
ࢽࢂ: ८ࢇطԄ, ʎࢉࢇΟ खЯࡶ оۘࡳԻ ࢠߕ, ࠹ֻ, ઞࢽ खЯ(࣐/ࣗˬ) ҟࢂ ઞघࡶ ̛؆ࡳԻ
ଜࠆ ٙૡҟଞ оࡉձ ଜЕ ʨࡶ ࢂଞЬ. ८ ߾طоଞ ࠖݤЕ Ьࡸ˕ ʋࡳֲ, ࢇ
ࠖݤփࡳԻ ˲ଞѸएЕ ߉ЕЬ.
x

ଞु  ߾۽ଯѸ߭ Е Ի̐Ԓࡶ ऑଭଜЕ ଭࡢ

x

ઞࢽ  ߾࣐оଥ ଜଜЕ ˱חΟ ࢇएձ ࡈیଜЕ ଭࡢ

x

ࢠߕ߅Ѱࢇ یୣࢶࡳԻ ࠹ܕѸˈ, ଝˬ߾ ЬТए ׃ଜЕ ҟࢂ ۘଢ଼߾ ࡳࢶ̑ܕԻ
оঈଜЕ ଭࡢ

x

ઞࢽ ࣗˬ, ࢉࣗ ࡵ ࢽ߾ ଯѸ߭ Е ۰ݛٸձ ࢿ˓ଜЕ ଭࡢ

ࢺॷ: CHILDFUND В ଋԸ̍ԏࡳ ݥପଙВѓ ࢎߪ ࣔ˩, شۺ, ࢆࣔ, ࣍״, ߬ߪ, ࢳۺऌବ,
ʹ୍ࠃْ, ࢝ߒ, ࠆԳ, ࢺۺବ Ҝࡿ ࢄࡧԸ ࢆଛ ५ ࡳشଙऌ ߆ВЩ.
CHILDFUND В છࢺ ߂ѭࡳ ۱ୋଙʝΜ ५شଙऌ ߆ВЩ.
CHILDFUND В ଋԸ̍ԏࡳ ऎପଙВѓ ࢎߪ ୀऌࡿ ୕ה, ˔ݞ, ࢴ, ࡰࢳ୕הԸ ״ʀଛ
ۉଡ Ҝࡳ ࣎ࣵଛЩ.
CHILDFUND В ָҕ ଋԸ̍ԏࡳ ऎପଙВ ѓ ࢎߪ ߣۺҜࡳ ݥୀଛЩ.
ˡԽண
ࢽࢂ: ˤՀࢇԄ ʠٕʃࡶ ܹ؆ଜЕ ֻࡂࢶ, ࡢࢶ, ݤה, ݦࢶࢉ ଥձ ɼଜЕ ҟࢂ ֻҘ
߯ଭ˕ ଭѰࡶ ࢊ৵Е ʨࢇЬ. ˤՀ߾ оଞ ࠖݤЕ Ьࡸ˕ ʋࡳֲ, ࢇ ࠖݤփࡳԻ
˲ଞѸएЕ ߉ЕЬ.
x

ࡉݯЕ ଭࡢ

x

ࡂࡶ ଜʠΟ, , ࡂࢶࢉ ߯ଭ  ࢉࢶֵֻ Ϩжࡶ ଜЕ ଭࡢ

x

ֻࡂࢶࢉ یऑ, ̐ս ҟࢂ ݤɽࢶ Վձ ࡈیଜЕ ଭࡢ

x

ࢇΟ ʃࢽࡶ ۘଜʯ ଜЕ ΰࡈࡶ жࡵ ए, ֻ֩, ֩ࢊࡶ ؿΰЕ ଭࡢ

ࢺॷ: CHILDFUND ࡿ ָҕ ࢋऍࡒ, ଋԸ̍ԏ ॰ࠃ, રચμВ ଋԸ̍ԏ ܶପ
ऌࠄۭ ˡԽடВ ପВ ̓ऌѶЩ.
CHILDFUND ࡿ ࢋऍࡒ˒ ଋԸࢽચ ॰ࠃଙВ ˔ˀҗࡲ ۭԸծ ࣎ࣵଙ֯, ଋԸ̍ԏ
॰ࠃࢆ ߂ѭʬѣ ѭࢇଛ ѣծ ࡧऌଛЩ.
CHILDFUND В ࢆɻ лଛ ߲࣎ ࡳۺɹऌ˅ ࢎВ ऍࡒࡳ ॶࡅଙࠃ ୮ԭݡੀЩ.
CHILDFUND В ॷࢋʀ˒ ॷ ࡳۺבɹऌ˅ ࢎВ ۉԃࡳ ॶࡅଙࠃ ˩ࡨ  ୮ԭݡੀЩ. ࢄծ
ଢ ऍࡒࢄ ܓଛ ˏ ̖ࢺࢳࢄ֯ ʋ،ࢳࢆ ୗʾࡳ ࣌ۺଛ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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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FUND В ଋԸ̍ԏ ऎପ ࢴ߄ ݡଛ ୗʾࡳ ࣌ۺଛЩ.
CHILDFUND ࡿ ऍࡒࡲ  ࡿࢆؿऌࠧ ˽ଛࡳ ْࢳࢵଙʬ ࡅۉଙऌ ߆ВЩ.
CHILDFUND ࡿ ऍࡒࡲ ̔̚ଛ ە ࡰࢳݡࢇ ܓԸ ݣঅծ ࢼːଙВ ʥ ࢄ࠶ ߂ѭࡳ
ଢ ऍࡒࡿ ओ ݣঅծ վԭଙऌ ߆ВЩ.
ۺஙԿ
ࢽࢂ: ۽ஜՂࡵ ʠٕʃࢇ ҖЕ  ࢉࢶ۽ଭࡢ, ߯ଭ, Ϩж ଜЕ ʨࢇЬ. ۽ஜՂ߾ оଞ ࠖݤЕ Ьࡸ˕
ʋࡳֲ, ࢇ ࠖݤփࡳԻ ˲ଞѸएЕ ߉ЕЬ.
x

ʎࢉࢂ ଭѰࢇΟ ࠹ֻ߾ ˗ଥ ʠٕʃࢇ ҖЕ  ࡶ̗߯ ࢉࢶ۽ଜЕ ଭࡢ

x

࠹۶ࢶࢉ ࡸԄ ࢇיж̝ ए, ֻ֩, ֩ࢊࡶ ؿΰЕ ଭࡢ

x

ࢻ ࢉࢶ۽ঠࡶ ݤѦଜʠΟ ଭଜЕ ଭࡢ

x

ࢶ۽ীଯ˕ ˗ଥ ֵֻʃࡶ ࣯Е Ϩжࡶ ଜЕ ଭࡢ

ࢺॷ: CHILDFUND В ָҕ ʋࢆ, ऍࡒ, ଋԸ̍ԏ ॰ࠃԸ ଙࠃ̓ ̍җࡿ ːࢳࢆ
˔ˀࠧ ۺ ࢄߴ˔ەஙԿࡳ ଙВ ʥࡳ ̓ऌଛЩ.
 ࢳۺ६ঽ
ࢽࢂ:  ࢶ۽९ীԄ  ࢂࢉقएࡢΟ ̀ԯࡶ ࢇࡈଥ ࢉࡳԻ ଜࠆ̖  ࢉࢶ۽ଭࡢձ ࡁ˱  ʈࡁଜЕ
ʨࢇЬ.
2

ࢺॷ: CHILDFUND В ‘߂ѭࡿ  ࢳۺ६ঽծ ،ऌଙ̘ ଛ InterAction ࡿ Task Force’ ΜΟ
ࠃ۸ ɹऌࡿ ଣܒ࠾ ݧծ ҩխЩ.
ऍࡒࢄ  ࢳۺ६ঽΜ ଚлծ ପЩֱ зۉВ ଢ˅зଛЩ.
߂ѭ(18 ײ ۼր) ˒ࡿ ˔ࢳۺˀծ ɹऌВ ʥࡲ ̓ऌѵߪ ࢎࡰ֯, ࢄВ ऌࠄࢳࡰԸ ߂ѭࢄ
ࡰࢆۺԸ ࡅࢆѵВ ࠆԳࢄӿ ଙхӿѣ ࠓ࠶ɹ ѷ ܶ ߴЩ. ߂ѭࡿ ࠆԳࡳ ࢆ ׀ऌଙ˅
ࢎВ ʥࡲ ࡧۉɹ ѵऌ ߆ВЩ.
 ࢆࢳۺପծ ଢ ̓ૺࡳ ऌ̔ଙʝΜ ࢇնծ ࢼːଙВ Ҝࡿ ʝԋВ ̓ऌѶЩ. ࢄВ
ܶେʬ ऌࡒࡳ ଙВ лɹԸ  ࢆࢳۺପծ ࠾ˮଙВ ʥ ӓଛ ૣଞѶЩ.

2

CHILDFUND Е ̛ ࡶ˲؆ࡳԻ ଜˈ Е 160 ʎࢂ ˲ࢿʎ؈  NGO ࢂ ࠉଢࢉ InterAction ࢂ ୣࡕࢇЬ.

CHILDFUND Е 2002 ϗ 6 ࡖ ‘߅Ѱࢂ  ࢶ۽९ীձ ؏एଜ̛ ࡢଞ InterAction ࢂ Task Force ˈؿ۰’ձ ؈ଜЕ ҟ
߅Ѱ˗ ࠪؿଥ Interaction ࢂ ۴ѿ࣯Ի ߶הձ ܹଭଜˈ Ь. CHILDFUND Е ࢇ ח۰ࢂ ଦܕࡁݪձ ࢽॺࡳԻ ˈ۔
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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ऍࡒ˒ ܶେࡿ ࢄۉВ ணࡿ ࠄଚ˔ˀɹ ࣎࢟ଙ̘ ҳ˔ࢳۺ הˀВ ̓ऌѶЩ. ࢄԙଛ
ପВ ऍࡒࡿ ݣՄ ࡳۺבॷ ˒ۺʵଙݡੀЩ.
րߜ ѭՋ ࡿଛ ࢳۺ६ঽΜ ଚл лଛ ࡿ ࢄݧҕЩֱ ˅ؼˀծ ଢ ғݡ
˅ؼଢߛ ଛЩ.
CHILDFUND ऍࡒࡲ  ࢳۺ६ঽࠧ ଚлծ ࠓ،ଙВ ୗʾࡳ ࣌ۺଙ˅ ࡧऌ ߛਁݡଜ ࡿבɹ
ࢎࡰ֯, ࢄծ ̍җࡿ ପѭʅԳ ࢳࡅ ߛਁݡଛЩ. છட ˔նВ ࢄԙଛ ୗʾࡳ ࣌ۺଙ˅
ࡧऌଢߛ ଜ ॷࢋࢄ ࢎЩ.
߂ѭଚл, ،ࢋ, ߄ࢴ
ࢽࢂ: ߅ѰଝоЕ ࣯Ի ߅Ѱࢂ ֻٕΟ ؿԻ ࢉଥ ߅Ѱࢇ ࡢଵଞ ۘଢ଼߾ ϠষѸЕ ʨࢇЬ.
ଝоЕ ֻٕΟ ؿɼ ɼଞ ݦࢶ, ࢶ۽, ࢽ۰ࢶ ଝоԻ ˱ٗѹЬ. ଝоЕ Ӗଞ ؏ࢎ 
߅Ѱࢂ ̛ ࢂ࣐ ˱ࡂ ࢉࢶقٙࢇଭ, ̑ݪଞ ࡢΟ ࡢଵଞ एࠇ߾۰ एΰЕ ʨ˕ ʋࡵ
ࡢଵࡳԻٕਫ਼ ߅Ѱࡶ ؿଜए ߉Е ʨࡶ ૦ଡଞЬ. ࢇ߾ оଞ ࠖݤЕ Ьࡸ˕ ʋࡳֲ, Ьࡸ
ࠖݤփࡳԻ ˲ଞѸएЕ ߉ЕЬ.
x

߅Ѱࡶ оۘࡳԻ  ࢶ۽ଝоձ ଜЕ ଭࡢ

x

߅Ѱࢇ ૦ଡѹ ࡸԄࢿ ࡶיଜʠΟ ࢉਫ਼ϒࡶ ଥ ۏଜЕ ଭࡢ

x

߅Ѱࡶ ˈੁݤ࠹ܕ, ʠٕଜЕ ҟࢂ ଭࡢձ ଥ ʃࢽࢶࡳԻ ˤՀЕ ଭࡢ

x

߅Ѱࡶ ݪɽଜʯ أଜЕ ଭࡢ

x

CHILDFUND ࢂ ʼࠉ߅Ѱࢇ Ьհ ߅Ѱࡶ ˤՀЕ ଭࡢ

x

߅ѰࡳԻ ଜࠆ̖ ʢ ˕ۘࠞ ࢂיʋࢇ ࡢଵଞ एࠇ߾۰ ϠЕ ʨࡶ ରԃଜЕ ଭࡢ

ࢺॷ: CHILDFUND ࡿ ࢋऍࡒ˒ ࡒۉلВ ପѭࢄΜ ،ࢋࡳ ଢ ߂ѭࡳ ଚлଙऌ ߆ВЩ.
CHILDFUND ࡿ ࢋऍࡒࡲ ࠓ،ɹЙ ଛ ଲࡰԸْਜ਼ ߂ѭࡳ ؼୋଙВѓ ߑۭۭ࢝
ପѭଛЩ.
CHILDFUND ࡿ ऍࡒࡲ ْࢳࢵଛ ࢝ ܒɹऌ ߆ВЩ.
CHILDFUND ࡿ ऍࡒࡲ ߂ѭࢄ ْࢳࢵଙʬ ପѭଙхӿѣ  ࢄࢆؿଡࢋॷ ەʀࡳ ɹࣄߛ
ଙВ  ࢎࡵࡳ ࢆऌଛЩ.
CHILDFUND ࡿ ऍࡒࡲ ߂ѭࡳ лࡰەԸ ଙВ ٖࢄࢳأʝΜ ଲଛ ࢇ ॰ࠃଙऌ ߆ВЩ.
CHILDFUND ࡿ ऍࡒࡲ ߂ѭʬ ଢծ ɹଙʝΜ ْࢳࢵଛ ߬ପࡳ ଙऌ ߆ВЩ.
CHILDFUND ࡿ ऍࡒࡲ ʋࢆࢺؼծ ૣଞଙࠃ ̘ؼࢺծ ঈࢲଙʬ ˔նଛ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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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ଛ ˅ؼ, ࣌  ۉঅؠ
ֻҘ ऐࡕࡵ ߅Ѱࡢ ॺࢽؿ؆یତ߾ оଥ ˈؿଟ ࢂהɼ Ь. CHILDFUND Е ֻҘ ࢂ
ʈߏ, ,  ـؿҟ˕ ˗ଜࠆ ऐࡕࢇ ߅Ѱࡢ ॺࢽؿ؆یତࢇΟ ࣏ ߾یоଥ Ѧࡏࡶ ࣯Е
ࢽؿձ ࢿ˓ବЬ ଜࠆ ٙࢇ࢈ࡶ ࣯ए ߉ЕЬ. Ьࡸࡵ ߅Ѱࡢॺࢽؿ؆ یତ߾ ˗ଞ  ˈؿ
࣏˗ ࠪیѹ ߅Ѱࢇࣱ̛ؿЬ.
ࢺॷ: ָҕ CHILDFUND ࡿ ऍࡒࡲ  ࡿࢆؿऍ˔ەܓʬ ପѭʅԳ ۉଡࢄΜ ߂ѭ ଚлࠧ
˔ԭଙࠃ ࡿ ࢄݧҕЩֱ अɺࢳࡰԸ ˅ؼଢߛ ଜ ࡿבɹ ࢎЩ. րߜ ऍࡒࢄ ࡿѣࢳࡰԸ
ۉʟࡳ ˅ؼଙऌ ߆ВЩֱ, ࢄВ ଢ˅ ࡧۉɹ ѷ ܶ ࢎЩ.  ࡿݣऍ߂ ࢄ˔ە ܓѭଚлࠧ
ࠆՑѵߪ ࢎВ ʥࡰԸ ۉՋѵВ ʾࡆӿֱ, ۉʟ ࠆ˔ѵऌ ߆ࡲ ̍ ࡿ ˔ەʬ
˅ؼଢߛ ଛЩ. ପѭʅԳࡳ ଛ ऍࡒࡲ ˔ԭ ࣌ۉծ ˅ ଔ࠾  ݡଢ˅ ࣌ծ зଛ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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ପѭʅԳ
CHILDFUND ऐࡕ (߭ջࢇࢢЯ ࢎऐࡕ, ࢇیऑ, یه, ࢉ, Իࣀઝ жк ҟ)ࡵ ߅Ѱࢂ
ࡂ˱ձ ফࡉ۴ ݤଜֲ ࢇ߾ ҬԂ ଭѰଥߞ ଞЬ. ऐࡕҚࡵ ߅Ѱ˕ ̐Қࢂ ɼ࣐  एࠇ ˱ࡶࡕ۽
оଟ Ҷ ࣑ˁ˕ ऑࡳݪԻ ଭѰଞЬ.
CHILDFUND Е ɽ ˲ɼ߾ ˈࡪଞ ئ˃߾ оଥ ࢉएଜˈ Ь. ࢽॺ˕ ࣱ̛ࡵ ؆Җ ̐ ݤएࠇࢂ
 ˕ئѰࢊଜʯ ଥ۱Ѹˈ ݤଭѸ߭ߞ ଞЬ. ̐ԜΟ एࠇࢂ ؿئЬ ࢇ ࢽॺࢇ ш ߵʸଜʯ ࢶࡈѺ
ܹѦ Ь.
CHILDFUND ऐࡕࡵ Ьࡸ˕ ʋࡵ یତࡶ ࣱܹଞЬ.


ܹҚࢇ ॳࠆଜЕ Ի̐Ԓ ऑଭ ݤ, ߇ࢷଞ ˁࡶ ࣏۽ଞЬ.



ࡢଵࡶ ফܕ ݤЬ.



ݦՇ ࡶ۽הॺ  ۽ʽٸଞ ऐࡕࡶ ॹࡈଜˈ ˬݤЬ. .



Ի̐Ԓ ֻ Ҙ Ѱ߾ ˗ࠆଜЕ یԆ߾ʯ ˓ࢽଞ ˁࡶ ࣏۽ଞЬ.



࣑ࣸଜЕ ցࡸࢇ Е یԆࡶ ॹࡈଜˈ ˬݤЬ.



ܹ ࠇԛʈձ ଥ ܹ ݛݛԻ ̀չձ ࢉएଜˈ, ̀չɼ ରࡈѸЕ  ߾ࡢإоଥ ߊ
ܹ ѦԼ ଞЬ.  ࢿח؈ۢ  ݤଥʼଜЕ Мԯࡶ ؑߦݤЬ.



ʎࢉࢽؿձ ૦ଡଜࠆ ̛ח۰Е ঋࢵଜʯ ˗չଞЬ.



ଭѰʈԶ ࡢ؆ یତ ؈ۢ ݤ, ईɽࢶࡳԻ ˈؿଜˈ ڃհ ࣏ձ ীଞЬ. Ӗଞ ଭѰʈԶࡶ
ࡢ؆ଞ ऐࡕࡵ घ˃࣏ଜֲ ଗࡁ  ݤଥˈձ ଞЬ.

ࡢࢂ یତ˕ шٙ߭ ऐࡕࡵ Ьࡸ یତࡶ ࣱܹଞЬ.


ܹ एࠇࢂ ˗ݡ, ˗ଭ  ଭѰ߾ ˗ଥ ࢉएଜˈ ࣑ࣸଞЬ.



ٕࢶࢸଜˈ ؏ࢎࢶࢇֲ ९ীࢶࢉ ଭѰࢇΟ ߯ଭࡶ ۔ɾЬ.



ࢽଥऑ ࢠ߾ܕ۰ ˗ѹ یԆҚ˕ ଡ͉ փΟЕ ʨ ࢇ࠹߾ ߅Ѱࡶ Ի փΟए ߉ЕЬ.



߅Ѱࡶ оۘࡳԻ ٙࡢ ֲࢇࢶئଵଞ ଝо ଭࡢձ ଜए ߉ЕЬ.



ઞࢽ ߅Ѱࡶ ଯଥ ۴Ο ८ ࡶطଜए ߉ЕЬ: Ի̐Ԓࡶ ܹଭଜЕ і ߭ ߅Ѱࢂ  ۽ૡҟࡶ
ࢠؿଞЬ.



̑ଞ ۘଢ଼ࡶ ࢿ࠹ଜˈ ߅Ѱ߾ʯ ଔঈԻ  ࢂݦखࡶ ࢿ˓ଜए ߉ЕЬ.



 ࢂࢉقएࡢࠪ ̀ࡢձ ٕࢶࢸଜʯ ࡈیଜए ߉ЕЬ.



߅Ѱࢂ ۴ձ ̛߱ ࡢଥ ٕࢶࢸଜʯ ࡈࢇ ࡶ۽˃˗ ࢂݦଜए ߉ЕЬ.



ݪए߭ ߅Ѱࢇ ٕࢶࢸଜʯ ଭѰଟ ҶѦ, ࢎॺ ࡵࢉقʃ ʯ ଭѰଥߞ ଡࡶ ܺएଞЬ.



CHILDFUND ࢂ ऐࡕࡵ ٕࢶࢸଞ ࢠ ߾ܕɼए ߉Е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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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ѭؼୋࢺॷ ʅԳ
CHILDFUND Е ࢇ ח۰߾ ж̝ ফܕଞࢂ ࣱ̛  ߾ࣱ̛ ̐ ૦ଡଜˈ Е ئթࢶ ࢂ߅ ڸТԂ
ܾʷऑ ࢽ̧ݦए ࣱܹଟ ʨࢇЬ. ࡉչЕ ࢎऐࡕ  ԯ ળઝοձ ૦ଡଜࠆ CHILDFUND ձ
оଜࠆ ۰ݛٸձ ܹଭଜЕ ʎࢉ ӖЕ ࣏ऐ߾ʯ ࢇԜଞ ̛ܹ ࡶ̀ࢉ ࢉࢶقଜЕ і ॺࢎʃ
ʯ ଭѰଥ ࣲ ʨࡶ ࡁ˱ଜˈ Ь.
ࢇ ʈԶࡵ ֻҘ CHILDFUND ࢂ ࢽॺ ̐ ࢽ̍ չˈ ݨଭࡶ ̍ࢽଞЬ. CHILDFUND ࢂ ֻҘ
ˁࠒऑ, ࢂیʼࢽ, ࢎऐࡕࡶ ૦ଡଜࠆ CHILDFUND ࡶ оଜࠆ ܹ ࡶ߶یଭଜЕ ֻҘ ˃ߟ
 ԯ ળઝοЕ  قए˕ ࢽॺࡶ ࣱܹଜЕ ॺࢎ˱ࡁ ࢇ۽ѹЬ.
CHILDFUND Е ݨ ˕ॺࢽ قଭ ࣏ତࢂ ה୪, ʎࢽ  ߾ࢽܹ оଞ ̀չ߅ ڸТԂ, ࢇ ࢽॺ߾
˗ѹ ઞࢽ ۘଢ଼߾ оࡻଜЕ ̀չѦ ɼएˈ Ь.
Ο/ࡉչЕ CHILDFUND ߅Ѱ ߾ॺࢽؿоଜࠆ ۶ָࡶ Қ߹ࡳֲ Ο/ࡉչЕ ࢇ ࢽॺࡶ ࣱܹଜˈ
ଭѰଥߞ ଡࡶ ࢉएଜˈ 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۰ָ

Τ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ࢇղ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ऐଡ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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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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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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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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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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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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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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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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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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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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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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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Good Neighbors Child Prot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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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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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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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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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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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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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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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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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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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예시용입니다.
제출용은 37p에서 서약하시어 절취 후에 굿네이버스 인사팀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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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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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Good Neighbors Child Prot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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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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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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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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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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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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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보고 양식_3미디어 관계자 활동 동의서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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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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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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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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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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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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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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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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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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פয়

ܴݽ

न ٣যҙ҅ ܳبইزীѱ࠙ࢸݺೞҊੋఠ࠭ࢎ
୫ীೠҳفࢲ߉ܳزݶওחо 
୫աੋఠ࠭بইࠛزಞೣਸו՜ٸઁױبۄਃਸ
ೡࣻਸࢸݺೞҊ ਃदױೞחо
ইزಞউೠ࠙ਤӝীࢲ୫೯חغо 
ইزन ٣যҙ҅ ীѱোۅೡࣻߨߑחਸঌ۰ח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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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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