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세상을 향해

어린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2 &
Child-Friendly Accountability
배경
아동은 폭력, 학대, 착취, 방임으로
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생존과
성장을 누릴 보편적 권리를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마다 전
세계 아동과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
하는 일 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 은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
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의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으며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의견
을 내 며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국제사회는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16.2 어
린이에 대한 폭력 종식을 추구합니
다. ChildFund Alliance 는 이 목표
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Child-

Friendly Accountability 을 시작했
습니다.
Child-Friendly Accountability 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지역
사회에 아동의 권리와 아동 보호 시
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보호 시스템을 향상 시키고 아
동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자 합니
다. 아동 스스로가 아동 보호 시스
템을 모니터링 하고 의사 결정권자
들과 대화를 나누 며 주요 이해 관
계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실현 하
고자 합니다.

목표
이 Child Friendly Accountability
의 핵심 목표는 SDG 세부목표
16.2 에 따라 정부 와 지역사회 지
도자들이 아동들에 대한 모든 폭
력을 종식 해야한다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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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Child-Friendly Accountability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1 영역(Assessment):
Knowledge building and
fostering understanding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의 권리,
폭력 예방 및 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 을 받게 됩니다. 아동 보호 및
아동 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법률
및 정 책을 파악합니다. 그들은 이
법률 과 정책을 아동에게 친숙한
버전으로 만들어 맞춤형으로
제작된 앱(APP)에 업로드합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지역 및 국가
에서 아동보호법, 정책 및 역량에
대한 모니터링 을 할 것입니다.
ChildFund Alliance와 파트너들은
이 계획에 관한 홍보 캠페인을
주도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은 아동의 권리를 학교와 지역
사회 프로그램 내에 편입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제2 영역(Analysis):
Monitoring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아동과 청소년 및 해당 지역사회
는 그들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파
악하여 분석할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 보호 시스템의 주
요 관계자 및 메커니즘 을 파악하
고 해당 정보를 앱에 업로드합니
다. 앱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지역
내의 아동보호 시스템의 부족성 및
보완해야 할 것에 대해 보여줍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집단 토론과 워
크샵을 통해 학 부모 - 교사 연합
회, 지방 정부, 지역사회 지도자 및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의 연구
결과와 현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제3 영역(Activity):
Advocacy, social mobilization and direct action
아동, 청소년 및 지역사회는 지역
사회 내에서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옹호 활동을 통해 의
무 수행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국가 차원으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학부모, 교사, 청소년, 지역사회 지
도자 및 기타 주요 관계자들에게
옹호 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Innovation
Child Friendly Accountability 의
핵심 구성요소는 아동 친화적 SMS
와 Child-Friendly App을 개발하

여기에는 현장 매뉴얼과 툴박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eneficiaries and Impact
Child-Friendly Accountability
는 ChildFund Alliance 회원기관
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 Initiatives는 단계적 접근 방식
을 채택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13
세에서 17세 사이의 재학 중인 아
동과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
동이 참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18세에서 25세 사
이의 청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
다. 차후에는 보호 시설에 들어
가 있는 아동돌도 참여하게 될 것
입니다.

Keeping Children Safe
ChildFund Alliance는 모든 프로
그램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어린이
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위험 완
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ChildFriendly Accountability는 아동
보호 시스템의 성과와 책무성에 대
한 모니터링에만 우선적으로 초점
을 두고, 아동 폭력 사건이나 아동
개인의 아동 보호 시스템 경험을
모니터링하지는 않습니다.

Partnership and Scale-up
Child-Friendly Accountability
는 아동 폭력 종식과 SDG 세부목
표 16.2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
고 마련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더
큰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마
련되었습니다. 본 Initiative
는 특히 SDGs 모니터링 활
동을 비롯하여, 기존의 아동
보호 모니터링 메커니즘 과
의 상호 연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ChildFund는 Child
Friendly Accountability가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
가기 위해 지역사회 및 국제
사회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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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앱
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보와 아
동 보호 시스템 주요 관계자 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
식을 높이며, 아동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장애물에 관해 보고하고,
개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
도록 하는 대화형 도구입니다.

Implementation Plan
Child-Friendly Accountability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
•
•
•
•
•
•
•

현장 지침 초안(2016년 11월 - 2017년 2월)
툴박스 초안(2016년 12월 – 2017년 4월)
기본 워크샵(2017년 2월)
Child-Friendly Accountability 앱 개발(2017년 2월 – 6월)
멕시코와 베트남 mini pilot 활동(2017년 5월)
참여 국가 직원 교육(2017년 6월)
참여 국가 세부 실행 계획 (2017년 1분기)
프로그램 실시 (2017년 8월)

아래의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Child-Friendly Accountability을 실행할
것입니다.

•
•
•
•
•
•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멕시코
파푸아뉴기니(확정 대기 중)

•
•
•
•
•
•

파라과이
필리핀
한국(확정 대기 중)
스리랑카
우간다
베트남

궁극적으로, 이 계획은 ChildFund Alliance 회원국들이 활동하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이 Initiative의 결과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아동 보호 시스템은 아동 폭
력, 학대, 방임, 착취를 더 잘 예방하고 대응 해 나갈 것이며 아동과 그
지역사회에 대해 더욱 더 책임 져 나갈 것입니다.
Child-Friendly Accountability
방법론(Methodology)은
http://cfa.ms/CFAcc-method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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