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우리는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 어디서나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요

· 지역사회의 결정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요

· 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요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예요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 모든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아요

· 국적이나 인종, 성별, 경제력이

  다르다고 차별 받지 않아요

· 아플 때 치료받고, 배우고 싶을 때 

  교육받을 수 있어요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 장애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나도 똑같이 대해요

· 연극이나 전시회, 축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unicef  Child Friendly Cities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1조 | 아동은 만 18세가 안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함께해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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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해요

시장님은 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도 알아요

내 권리를 잘 보호해주는 

법과 규정이 있어요

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시장님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맞춰서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을 만들어요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해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이웃 어른 모두가 

잘 알고 서로 존중해요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 

내 이익을 위해 일하는 

특별한 팀이 있어요

내 의견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단체나 어른들이 있어 든든해요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려해요

우리 마을에서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걷고, 뛰고, 놀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동네 멋진 활동가 !

우리 마을의 변화를 

내가 만들어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96개 나라가 지키기로 약속한

이 협약은 우리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처음 인정했답니다. 

1조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우리는 모두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집니다.

2조  차별 안 하기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  아동을 제일 먼저 

모든 어른은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6조  생존과 발달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12조  의견 존중

우리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60 유니세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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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주고 

내가 원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사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어른과 똑같이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존중받아요.

나는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 참여하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