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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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아동보호실무그룹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은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이하 ‘최소기준’) 수립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기준 수립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다음의 기관을 비롯해 아동보호실무그룹 회원 및 직원 여러분께 특히 감

사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테르데좀므 Terre des Hommes에서는 최소기준 준비과정의 조율과 관리를 위

해 전문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두 기관과 각 기관의 전문가 Minja Peuschel와 Sabine 

Rakotomalala께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최소기준 초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전 세계 400여 명의 검토자 여

러분, 최소기준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도적 활동 상황에서 본 기준

을 시범 사용한 현장의 수 많은 인도적 활동가와 구호팀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많은 전문가 여러분의 노력과 지속적인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활동에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며, 용기를 주는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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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오늘날 전 세계 인도적 활동 현장에서 아동은 재난·분쟁 생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녀 아동이 직면한 많은 위험은 이들의 행복, 신체적 안정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망

하거나 부상당하는 아동도 있고, 가족과 보호자와 분리되거나 군대나 무장단체에 의해 소년병으

로 징집되는 아동도 있다. 또한 많은 아동이 성폭력이나 다른 여러 형태의 착취와 학대에 고통 받

는다.

폭력, 착취, 학대, 방임으로부터의 아동보호는 보호활동 주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인도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신속하

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동에게 전

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긴급대응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적 활동에 있어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작성된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간 최소기준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의 질

과 엄중성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으며, 인도적 활동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인도적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고, 본 기준을 이행하

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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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란?

아동보호실무그룹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에서 합의되었듯 아동보호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임, 착취와 폭력의 예방 및 대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보호란 모든 종류의 아동권

리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기 보다 그 자체가 아동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재난·위기는 긴급조치를 요하는 위협 상황으로 정의된다. 효과적인 긴급조치는 일

련의 상황이 지역사회나 사회 기능의 붕괴를 가져오는 재난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난

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야기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의 고유한 자원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재난은 분쟁이나 내전 등의 인재로 비롯될 수 있고,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 재난·위기는 아동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난·위기 동안 많은 아동은 사망하거나 손상을 당하기도 하고, 고아가 되거나 가족과 분리되고, 

군대나 무장단체에 강제로 징집되기도 한다. 장애를 얻기도 하고, 성적 착취나 인신매매 대상이 되

기도 하며 심한 경우 이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겪게 된다.

재난·위기 시 아동보호의 위험은 피해 아동 수, 아동보호 문제의 유형, 재난 상황 이전과 발생 시 

국가의 조직 및 안보 수준, 국가의 대응 능력, 재난·위기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긴급구호 시 아동보호에는 아동보호 활동가(국가·지역사회 단위)와 지역 역량을 뒷받침하는 인도

적 활동가의 특정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의 안전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도주의 분야

(아동보호가 주 목표가 아닌) 활동도 아동보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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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이하 ‘최소기준’)은 자국의 국민과 기타 거주민에 대

한 국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국제 법률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준에 맞춰 

국제적 법률장치legal instruements가 마련되었다. 최소기준은 다양한 법률 장치에 대한 장황한 설

명보다는 인도적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잘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국제 법률체계는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가지 법은 밀

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다.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은 인권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전시·평상 시에 모두 적용

된다. 특정 권리는 재난·위기 시에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생명권과 고문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유예될 수 없다. 국가가 인권을 지키고 존중, 이행할 

의무는 다양한 조약이나 협약(법적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간에 공식적인 협정)상에 의해 국

가 간에 합의되어 있다. 비준된 조약에 한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생기므로 각 정부가 어떠한 조약

에 비준하였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분쟁 중에 있는 분쟁 당사자들의 행동을 국내외적으로 

규제하는 법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특별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에도 

국제인도법이 포함되어 있다.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IAdditional Protocol I of the Geneva Convention은 

국제적 무력충돌,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IIAdditional Protocol II of the Geneva Convention는 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Refugee Law은 난민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난민이란 다음에 해당

한다.

1.  출신국 또는 일반적인 거주지 밖에 있는 자.

2.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충분한 근거 있는 박해

의 위협을 받는 자.

3.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

위에 언급한 3가지 조약법 이외에도 여러 국제적 기준이 있으나 이들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

다. 따라서 국가에 책임을 촉구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은 고유한 도덕적 구속력을 가지

는 동시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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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주요 원칙과
인도적 활동의 연관성

생존과 아동발달 Survival and Development

인도적 활동가는 아동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구호활동과 대응이 아동의 신체, 심리, 

정서, 사회 및 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재난·위기 사태는 흔히 기존의 차별을 확대하고 이미 차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

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인도적 활동가는 차별과 권력의 기존 방식과 새로운 유형을 규명하고 모니터링하

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아동참여 Child Participation

인도적 활동가는 위기 대비·대응의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남녀 아동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연령, 능력

을 지닌 남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수용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인도적 활동가는 자신이 아동

과 가족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과 신조, 생각을 갖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아동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아동참여를 가

능하게 하고, 아동이 함께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부적절

하게 진행된 아동의 참여가 아동의 사회적 역할과 권력관계를 어떠한 혼란을 가져

오는지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모든 인도적 대응 프로그램과 개입조치의 기획, 모니터링, 조

정에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인도적 활동가가 아동 개개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

는 경우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합의된 절차적 보호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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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활동에서 아동보호가
어떻게 적합한가?

모든 재난·위기 사태 시에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보호는 

모든 인도적 활동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아동보호 목표는 인도적 대비·대

응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Sphere 핸드북은 인도적 활동과 인도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도적 활동 Humanitarian action

인도적 활동의 목적은 재난(인적 또는 자연 재해)상황과 그로 인한 인명 구조, 고통 경감, 인간의 

존엄성 유지이며, 위기 발생의 예방과 대응책 마련까지 포함한다. 인도적 활동은 인명 보호와 도

움 제공으로 불가분의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인도적 대응 참조). 인도적 활동은 인도주의 원

칙(인류애,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도적 대응 Humanitarian response

인도적 대응은 인도적 활동의 한 영역이다(인도적 활동 참조). 인도적 대응은 재난·위기 상황에

서 도움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초기 인도적 대응 시 긴급한 아동보호 욕구로는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한 임시 보호, 

가족추적, 가족분리 예방을 위한 긴급개입조치, 아동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 군대나 무장단

체의 징집 및 기타 형태의 착취 같은 위험과 다양한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등이 있다. 대부

분의 경우 이러한 욕구에 대해 재난·위기 생존자와 가족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외

부 기관들은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아동보호를 위한 인도적 활동에는 재난·위기 발생기간이나 전후로 아동보호 시스템 강화 등 재

난·위기에 대한 국가, 지역사회, 가족, 아동의 회복력 강화와 피해 경감을 위한 대비활동이 포함

된다.

국제 인도지원체계에서는 인명구조 활동을 비롯한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서 정한 아동

보호 활동을 아동보호로 본다. 유엔국제아동기금UNICEF은 인도지원체계 중 아동보호를 위해 앞

장서고 있으며 아동보호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도하는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에 깊이 자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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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 수립의 목적은?

2010년 글로벌 아동보호실무그룹CPWG 회원들은 인도적 활동현장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상이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보호 기준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은 인도적 활동현장에서 아동보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기준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아동보호와 관련된 당사자간에 공동 원칙을 수립하고 당사자간 조율을 강화한다.

•  아동보호 프로그래밍의 질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고한다.

•  아동보호 활동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제고한다.

•  아동보호의 전문 분야를 추가적으로 규정한다.

•  최신 모범사례와 최신 학습의 종합물을 제공한다.

•  아동보호 위험요소, 요구, 대응에 대한 보다 나은 옹호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최소기준이 Sphere 프로젝트 및
타 기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Sphere 프로젝트는 인도적 지원의 질과 지역주민constituents, 후원자 donors, 피해주민에 대한 인

도적 활동가의 책무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다.

인도주의 헌장, 4대 보호원칙, 인도적 대응에 있어 최소기준으로 구성된 Sphere 핸드북은 모든 

인도적 활동에 대한 보편적 지침이자 참고자료이다. Sphere 핸드북은 다양한 분야의 인도적 활

동가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재난이나 갈등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과 함께 기본

적인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도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Sphere 기준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은 Sphere 핸드북과 함께 사용되도록 

작성되었고, 인도적 활동현장에서의 아동보호 활동과 관련된 합의된 규범에 일련의 보완적 조치

를 제시해준다. 이에 따라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은 Sphere 프로젝트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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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침에 도움이 된 기타 보호정책은 다음과 같다.

•  The UNICEF Core Commitments for Children in Humanitarian Action (CCCs, 2010년 개정)

•  The ICRC’s Professional Standards for Protection Work (ICRC, 2009)

•  The Guiding Principles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Save the Children, 

UNICEF, IRC, ICRC, UNHCR, Word Vision, 2004)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존의 기관 간 정책 및 도구에 의거하고 있다.

•  The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2007)

•  The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INEE, 

updated 2011)

•  Working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orced displacements (UNHCR, 2011)

그 외의 중요한 자료는 Child Protection in Crisis (CPC) Network, the Better Care Network 

(BCN), the Violence Prevention Alliance (VPA)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기준을 검토 및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인도적 활동은 5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  인도적 활동은 남아, 여아 모두를 위한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  인도적 활동은 인종, 종교,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룹에 대한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  인도적 활동은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는가?

•  인도적 활동은 아동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가?

각각의 최소기준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은 Sphere 기준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각 기준은 주요

활동, 측정(지표, 목표 포함), 지침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기준은 적절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인도적 활동의 한 분야에서 달성해야만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  주요활동은 각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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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은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조치를 제시

하고 있다.

•  측정에는 목표(치)와 함께 기준 달성여부를 알려주는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 기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행동지표Action 

indicators는 해당 기준의 주요 주요활동에 연관되어 있다.

  각 기준마다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아동보호 활동을 하는 당사자는 어떠한 

지표가 가장 타당하고 도움이 되는지 합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관련 자료는 최소한 연령, 성별로 항상 구분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지

리적 위치, 장애나 능력, 인구집단 별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지침사항은 기준과 관련된 최우선 과제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어떤 지침은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다른 지침은 윤리적 고려사항이나 기존 지식 상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  참고문헌은 최소기준과 관련된 국제적 법률장치뿐만 아니라 유용한 지침과 교육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을 알려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소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은 아동보호나 인도적 활동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아동, 가족,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일하는 활동주체, 

계획수립가와 정책수립가, 조정관, 후원자, 학계, 옹호활동 당사자, 대중매체나 커뮤니케이션 관

계자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독립기관이나 다국적기관(국제기관) 직원도 역시 대상

에 포함되며, 그 밖에 사법체계, 안보, 군대나 무장단체 관련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소기준은 생존자의 참여를 통해 자신이 받는 도움과 관련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적인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관련 정보나 불만사항을 제기할 통로를 

제공하여 재난이나 분쟁의 생존자와 인도적 활동가 간에 책무성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기준들은 다음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인도적 개입의 계획 및 비용 산출

•  아동, 가족,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범위와 질과 관련한 공통적이고 측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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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기대치 설정

•  아동보호 조정체계 상의 다양한 참여자 등 다양한 활동주체 간에 공통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  유관·협력 기관의 개입을 포함, 인도적 개입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  파트너에 대한 자금(기금)배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예. 기금배분, 계약, 파트너협정에 참고자료

로 활용

•  신규직원이나 파트너 모집과 훈련

•  아동보호 활동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를 위한 자기학습 도구 및 참고자료

•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옹호 및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아동보호 원칙과 우선사항 개략 설명

•  다른 분야의 인도적 활동에 있어 보다 나은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능력 

제공

최소기준은 어떻게 수립되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아동보호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는 현재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은 현재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최소기준 작성작업은 2011년 1월에서 2012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아동

보호 활동가, 인도적 활동가, 학자, 정책입안자로 구성된 팀이 협력하여 함께 초안을 작성했다. 

기존 정책, 도구, 다양한 긴급구호 상황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이

루어졌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단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인도적 활동 상황에서 최소기

준(안)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개선하였다.

전 세계 30개 기관, 40개 국가, 400여 명이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작성에 참

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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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은 무엇을 의미하고,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은 인도적 활동현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아동보호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공통의 합의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적 활동현장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은 행동의 범위와 수준(질)을 결정할 때 하나의 출발점으로써 최소기준을 활용

해야 한다.

최소기준은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 관련 당국의 협력 수준, 지역적인 

불안정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충족도가 결정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긴급 아동보호 요구와 

더불어 아동보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사자의 제한된 역량과 자원문제로 인해 일부 기준을 다

른 기준보다 우선시 하거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난·위기 

발생 전 상황에서 아동보호가 매우 취약한 경우 대응단계에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은 비현

실적이고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재난 발생 지역의 사정에 따라 몇몇 

기준은 충족이 제한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에서도, 최소기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benchmark으로 적용되고, 아동보호를 위한 궁극의 고차원적인 목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최소기준은 인도적 활동가가 아동보호 대응의 범위나 질의 격차, 이

러한 격차를 좁히는 데 필요한 투자나 조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재난·위기 대응 시 

아동보호 기준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도전과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즉각적이고 장

기적으로 아동보호 강화라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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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최소기준 활용 방법은?
최소기준의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춰 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의 전파, 보급

되어야 한다.

기준조정을 각 기준이 적용되는 아동보호 수준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일

반적으로 한 문장형식의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각 기준을 달성하려면 주요활동
key actions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은 뒤 상황에 따라 조정 또는 생략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지침사항guidance notes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표와 목표를 조정하거나 재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향 혹은 상향 조정이 되는 경우 명

확한 근거 사유와 분명한 달성 의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각 상황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현장의 아동보호 활동 시 우선분야 또는 취약분야에 해당하는 기준을 먼저 선별한다.

•  목표, 주요활동 및 측정에 따른 목표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한다. 목표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추가 조치에 합의한다.

•  기관 간 조정메커니즘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기준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  다른 인도적 활동 분야 관련 당사자와 협력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프로세스에 포함한다.

•  관련 기준과 합의된 지표를 활용해 대비 및 대응계획과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를 체계

화하고 이를 공지한다.

•  관련 주제를 활용하고 이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기준을 번역한다.

•  대응활동에 새로 참여하는 활동가를 위한 소개책자의 내용 기준관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  행사를 활용하여 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보호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때 행사

의 초점을 기준에 맞출 수도 있고(론칭 기념) 기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행사가 될 수도 있다

(어버이날 기념,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 발간 등).

•  고위급 정책입안가, 의사 결정자, 인도적 대응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변인을 대상으로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아동보호 활동가 및 인도적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준 관련한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부모, 종교 지도자, 아동의 롤모델 등 영향력을 지닌 지역사회 대표자와 함께 남아, 여아와 기준

에 대해 토의한다.

•  장애를 지닌 성인과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기준에 기초한 아동 및 공동체 친화적인 정보와 메

시지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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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또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인식수준과 각 현장에서의 기준활용을 모니터하고 

인식수준과 활용수준을 제고한다.

최소기준이 적용되는 
인도적 활동의 단계는?

본 기준은 모든 단계의 인도적 활동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각 기준의 주요활동은 ‘대비활동

preparedness actions’과 ‘대응, 조기복구 활동response and early recovery actions’으로 나뉜다. 대비활동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경우 대응, 조기복구 활동과 함께 대비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최소기준에는 재난위기경감DRR 활동으로 ‘기준 7’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 재난위기경감과 아동보호 활동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와 지침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향후 

개정판에 재난위기경감 관련 사항이 충실하게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과 접근법 



이번 장의 내용은 최소기준의 완전한 적용과 달성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써  모든 최소기준과 함께 사용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원칙 1-4는 Sphere 핸드북의 보호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원칙으로 활용되었다. 

원칙과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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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이재민들이 여러분의 활동으로 인해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인도적 대응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인도적 개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아동이 증가하는 위험 또는 권리남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다.

Sphere 핸드북에 제시된 지침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에 초점을 둔 다음과 같은 사항

도 검토되어야 한다.

•  새로운 개입조치를 도입하기에 앞서 아동, 가족, 지역사회와 관계당국이 당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파악한다.

•  잠재적인 이익 갈등이나 긴장의 원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아동과 성인, 다양한 

아동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분석한다.

•  연령별로 남녀 아동의 기대되는 행동과 사회적 규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개입시기, 이동방법transportation, 위생시설 등의 개입조치를 계획한다.

•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에 의미 있고 안전한 아동의 참여를 장려하며, 성인의 시각과 관심사와 

함께 아동의 시각과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와 혜택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아동(예: 보호자와 분리아동, 소년병으로 징집된 적이 있

는 아동)이나 가족에게만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이는 가족의 분리나 무장단체 가입을 장려하

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충분한 정보 제공에 입각한 사전 동의와 비밀보장을 보장하며, 개

입은 사생활 존중을 위해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위반 의심사례 보고와 해결 절차 등 관련 아동안전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Protocols을 수립하

고 이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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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공평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 특히 고취약 계층이나 정치적, 기타 다른 이유로 배척되는 모든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도움지원은 차별 없이 제공되고, 도

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가족, 보호자에게 허락되어야 하고, 인도적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은 
기준에 부합되는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본 원칙과 관련해 아동보호 및 인도적 활동가는 인도적 지원의 개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배제될 수 있는 아동을 미리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령에 따라 아동보호 및 기타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남녀 아동이 있을 수 있다. 일

반적인 차별 유형으로써 사회적 지위나 민족성(인종) 때문에 배제되는 아동도 있을 수 있다. 또

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도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동 역할(가족 

내에서 형제, 노인이나 환자 돌보기), 노동시간, 이동성이나 장애, 양육환경(보호시설 아동, 소년

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부모 사망 또는 부모와 비동거 아동) 등이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보호 개입조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보호 및 인도적 활동가는 차별과 배제 유형 그리고 그 사례가 파악되면 신

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동, 가족, 지역사회와의 협의 후 개입조치를 조정해 아동의 접근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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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폭력과 강압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아동은 “폭력과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과 유도된 행동” 그리고 학대의 공포로부터 보

호받는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모든 아동보호 대응조치는 아

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을 유지하려는 아동과 가족의 노력을 용이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아동의 노출을 줄여야 한다.

원칙 4
권리 제기와 대책에 대한 접근, 학대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 서류, 도움을 통해 그들의 권리 주장을 지

원받게 된다. 아동은 폭력과 여타 학대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회복

하는 데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아동은 권리주체이다. 아동보호 및 인도적 활동가는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

도록, 또는 그 부모와 보호자가 대신 아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제

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출생신고를 장려하고 분실한 출생신고 증명 서류를 되찾거나 재발급 받

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의 법적 보상과 같은 해결책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유산상속이나 재산의 반환과 같은 법률상의 자격 획득

은 아동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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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는 사람, 프로세스, 법, 제도, 행동방식 등 일반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하는 아동보호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그 효과가 미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대응 단계는 공동

체 기반 시스템과 같은 국가적 아동보호를 개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은 인도적 개입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존 또는 잠재적인 아

동보호 시스템의 기본 요소를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다음 장의 ‘인도주의 

활동에서 아동의 회복력 강화’ 참조).

•  기존 역량과 구조를 파악하고 강화한다. 기관의 직원이 정부나 지역사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이들을 소외시키는 병렬구조parallel structures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  대응 과정 동안 국가·지역 당국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구축한다. 상황에 따라 가족,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 메커니즘처럼 아동보호 시스템의 비공식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전환하는 것

이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할 수도 있다.

•  분석, 계획, 평가에 아동이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대표의 참

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체계화한다.

•  아동보호, 아동보호 관련 문제 담당자와 연계·협력한다. 각 활동주체는 저마다 고유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목표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역기반 아동보호 개입을 우선시한다.

•  시작단계부터 개발주체와 협력하고, 적절한 경우 위기 후 단계로의 전환 계획 수립 프로세스

에 참여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새로운 국가적 사안agenda, 아동보호 시스템 강화 노

력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환경에서는 군대나 무장단체 또는 비국가적 활동주체가 실질적인 권력주체인 경우도 있다. 

정확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집단의 의무와 아동

보호의 실행에 있어 일정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과 함께 아동보호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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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6
인도적 활동에서 아동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흔히 아동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되지만, 본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참

여자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아동이 재난·위기 발생 전부터 가족부양의 의무를 지고, 스스로 결

정을 내리기도 하며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아동은 위기

를 불러온 응급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가족구성원, 또래 친구, 종교지도자 등의 주변인으로

부터 지지를 얻음으로써 추가적인 위험과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아동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하는지는 위험의 유형과 사회적 환경의 

보호요인(부모와의 동거 여부, 친한 친구, 도움을 구하는 능력 등) 그리고 아동의 내적 강점과 역

량에 달려있다. 취약성은 아동이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혹은 보호요인이 적을 때 발생한

다. 이에 반해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이 더 많을 때는 회복력Resilience이 생긴다. 뛰어난 문제해

결 능력 등 여러 장점을 갖춘 아동은 보다 효율적으로 위기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자신과 가

족의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재난·위기시 아동보호 프로그래밍은 아동의 회복력을 보강해주는 보호요인을 강

화하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소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회복력을 강화하고 위협요소에 

대처하고 아동, 가족과 지역사회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모든 아동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인가? 아동의 능력과 장점을 기초로 하고 이를 보완해주는 

프로그램인가? 취약성이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

다(예: 연령, 능력, 인종, 언어, 성별, 건강, 정신건강, 종교 등).

•   아동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가? 아동과 부모, 보호자, 또래친구, 기타 아동

에게 중요한 사람간에 상호보완 관계를 강화해주는 프로그램인가?(예: 양육환경, 친밀하고 든

든한 가정환경, 또래 친구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 등)

•  지역사회에서 아동보호에 도움을 주는 구조, 관행, 서비스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인가? 지역사

회 지도자, 단체, 기관, 서비스의 역할, 능력, 이용가능성, 규칙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

각 있고 적극적인 지도자, 아동보호 위험에 관한 정보, 이용가능하고 아동친화적인 의료센터, 

역량 있는 사회 활동가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

•  아동의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법적 규범을 고려한 프로그램인가? 법적 환경과 

문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예: 법

률, 정책, 규정이행관행, 경제활동, 종교, 구조적 불평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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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사항과 연관성이 있고 일관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아

동간,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 문화간의 관계, 그리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야 한다. 



최소 기준





양질의 
아동보호를
위한 기준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이하 ‘최소기준’)은 다음의 주요 
프로그램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조정 Coordination

•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 커뮤니케이션, 옹호, 미디어 Communication, advocacy and media

•  프로그램 사이클 관리 Programme cycle management

• 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 아동보호 모니터링 Child protection monitoring

최소기준은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수단을 대신하기보다는 각 
활동분야의 아동보호 지향적 견해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 장에 제시된 최소기준은 아동보호의 특정 분야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장의 기준 1과도 연관이 있다. 

양질의 아동보호를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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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1

기준 1
조정 Coordination

조정은 아동보호 대응을 우선시하고,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아동보호 대응이 이루

어지도록 도움을 준다. 조정을 통해 중복 또는 부분적 대응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파

트너가 파악된 필요에 대응을 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아동보호 주체를 선별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보

호 관련 당사자는 조정을 통해 일련의 공동목표와 인력배치에 합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

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관 간, 다부문 간 대응을 할 수 있다.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프로그래밍의 효과가 약화되고, 심지어 부정적인 역향이 발생하기

도 한다. 실례로 잘못된 프로그래밍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보호구조가 약화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위험에 한정된 대응으로 인해 아동이 또 다른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본 기준의 주요활동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조정기능 수행 주관기관(주관기관으로 인정되거나 

지정된 관련기관 또는 정부부처), 이차적으로는 조정메커니즘의 회원(기관)과 관련된 활동이다

(주관기관도 포함). 물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정식회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든 기관. 즉 여타 활동주체와 인도적 활동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 조정메커니즘이 그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은 모두 주요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기준

관련 책임당국, 인도적 기관, 시민사회단체,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자는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아동보호 활동을 조정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기존의 조정메커니즘을 조사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인도적 아동보호 개입 문제를 조정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한다.

•  아동보호 조정의 선례를 파악한다.

•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최신 통계수치를 파악하고, 우선적인 아동보호 관련 문제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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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1

(예: 가족단위 보호, 아동복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기준 4와 5 참조).

•  기존 구조(지역사회 및 기타 구조)와 과거 인도적 대응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공동

대책,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대비 활동(활동가 교육, 도구 번역, MoU 체결, 물자비축 등)

을 완료하고 최신화한다.

•  지역 상황에 맞게 아동보호 신속조사 rapid assessment가 조정되도록 한다(기준 5 참조).

•    ‘4WWho does What, Where, When’ 도구, 아동보호 모니터링 도구, 성과모니터링 도구 같은 기관 간 

주요 도구를 번역하고 그 기능을 조정한다.

•   조정과 정보관리 측면에서 국가·지역의 책임을 맡아 수행할 담당직원을 파악해 인력을 확보

한다.

•  기관별 아동보호정책 수립과 기관 간 아동보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추진한다.

•  잠재적인 보호위험(가족분리, 성폭력, 심리사회적 지원, 손상 등)에 대한 아동보호 메시지를 작

성하고, 재난·위기 발생시 아동보호 메시지의 공유와 활용 전략에 합의한다(기준 3 참조).

•   아동보호를 위한 자금 조정의 중요성을 옹호한다.

•  아동보호와 조정에 관한 기관 간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일 수신리스트를 작성한다.

•  아동보호 문제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출처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아동보호를 위한 기준 데이

터셋을 구축한다.

•  필요시 모든 기준을 번역하여 널리 보급한다.

대응활동(주관기관)

•  정부와 시민사회 구조를 비롯해 기존의 모든 조정구조를 강화한다.

•    국가 조정관, 지역 조정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보관리 담당자를 임명한다.

•  지역 조정메커니즘 수립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다.

•  지역 시민사회(지역 NGO, 지역기반 단체), 지역사회 지도자, 정부와 지역당국의 조정작업 참

여를 활성화한다.

•  조정작업 참여자가 소속 기관, 당국, 단체 등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설

정한다.

•  국가 조정메커니즘의 목표와 위임사항ToR을 마련한다.

•   타 단체와의 책임 분담 및 조정 수단을 명확히 한다(책임분야의 예: 보호, 성별 차이에 따른 폭

력, 심리사회적 개입, 지뢰제거, 교육, 경제적 회복 등).

•  기존 구조와 역량에 기초해 기관 간 합의된 아동보호 전략적 대응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이를 

감독하며 이와 관련한 공통지표에 합의한다.

•  전략계획에 명시된 목표의 진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합의된 성과관리시스템(4W 도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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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을 위한 프로세스와 최소기준 관련 개입조치의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

고 이를 감독한다.

•  통합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동 도구를 마련하고, 웹페이지, 보고서 서식 등의 조정작업을 지

원한다(기준 5 참조).

•   본 지침서에서 관련성이 높은 기준들은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 조정메커니즘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브리핑과 교육을 제공한다.

•  필요시(추후 단계의 상황분석에 따라) 기관 간 신속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 상시·공동 모

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한다.

•   아동보호의 우선사항이 전략적 계획과 자금마련 프로세스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국내 인도주

의 시스템의 의사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  재난·위기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성), 아동보호 관련 정부정책, 기타 우선사항 등 시급한 문

제가 대두될 수 있도록 조정메커니즘 회원을 대신해 옹호활동을 벌인다.

•  4W 도구, 신속조사, 상황분석, 아동보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대응조

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동보호 모니터링 격차를 파악하며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인다.

•  아동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활동 인력의 역량 격차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교육, 기술적 지원을 조직한다.

대응활동(조정메커니즘 회원)

•  국가나 지역차원의 단독 또는 공동 조정메커니즘 운영, 기관 회원에게 책임자 권한 부여, 기관 

회원에게 해당 기관의 전문분야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한다.

•  전략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전략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한다.

•  단일기관 조사 또는 비연계적인 조사는 지양하는 한편 공동·연계 조사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

하며 조사결과를 프로그래밍 준비시 활용한다.

•  합의된 목표와 과제에 대한 진척사항을 포함해 기존 프로그래밍과 향후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

보를 공유한다.

•  아동보호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존 자금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지원자금이 유엔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의 자금추적서비스FTS나 기타 기관 간 자금추적 메커니즘에 기록되도록 

한다.

•   우선적인 요구 파악, 인력구분, 공동지표, 목표의 진척사항 파악을 위한 공동 성과모니터링 시

스템이 포함된 아동보호 공동 전략계획에 합의한다.

•  성과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프로그램의 질적인 단점이나 공동목표와의 괴리를 해결

하기 위한 절차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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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측면의 중복·상충되는 부분이나 격차를 선제적으로 파악한 뒤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문

제점을 해결한다.

•   기관의 직원, 파트너, 기타 관련 주체가 각자의 언어로 번역된 최소기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최소기준을 각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정보공유 공동절차에 합의한다(기준 5 참조).

•   아동보호 메시지를 조정, 시험하고 확산시킨다(기준 3 참조).

•  사례의뢰referrals 또는 공동옹호를 위해 여러 아동보호 활동주체와 합의를 도출한다.

•   아동보호 활동가의 급여 또는 보상체계를 통일한다.

•  합의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유지한다(기준 3 참조).

•  조정메커니즘을 활용해 관련 자원을 공유한다.

•  아동보호 분야 및 기타 분야와 관련해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  아동보호 활동가의 역량 구축 위한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아동보호 대응을 위해 작성된 전략계획에 대해 
관계당국, 인도적 기관, 시민사회 주체가 합의함. 

해당됨

재난·위기의 빈도나 진행 
속도에 따라 일부 목표는 
조정이 가능함.

(5)  일정은 각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함.

2.  전략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함

1회/분기(최소기준)

행동지표 행동목표

3.  아동보호 활동단체를 위한 위임사항이 국가차원
에서 마련됨(책임사항이 명확히 명시됨)

해당됨

4.  재난·위기 이전에 아동보호와 조정 교육이 이미 
수립되어 있음

해당됨

5.  재난·위기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전담 조정관
coordinator 임명

해당됨

6.  4W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조정메커니즘 
회원 비율 90%

7.  조사대상 활동가 중 아동보호 조정메커니즘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아동보호 활동가(아동보호  
관련 당사자) 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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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사항

1. 조정의무 Responsibility for coordination

아동보호 활동을 조정하는 1차적인 책임은 대부분 정부에 있으며 정부는 조정메커니즘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주관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잘 수행하게 되면, 재난·위기 이후 보다 원

활히 효과적으로 조정메커니즘을 전환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정부가 조정메커니

즘의 상시적 참여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량 있는 비정부 참여자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국제 인도주의 시스템에서는 유니세프UNICEF가 아동보호 분야에서 주요 기관으로서 

조정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활동가를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역 단위로 관련기관이 독자적으

로 혹은 공동으로 조정기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가차원의 아동보호 조정기관은 보다 포괄

적인 상위 보호 조정메커니즘으로 분야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아동보호는 전체 보

호분야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보호 분야의 조정관coordinators은 보호분야의 조

정관이나 인도적 조정그룹과 협력해 아동보호 대응이 인도적 활동의 다른 분야와 잘 조정되도

록 해야 한다.

2. 조정메커니즘 인력배치 Staffing the coordination mechanism

자원배분은 조정과 정보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대규모 인도적 활동의 조정메커니즘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전담 조정관과 정보관리 담당자가 적어도 각 한 명씩은 있어야 하고, 장비, 

출장, 통역, 회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단위의 조정메커니즘에는 정규

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이 있어야 한다. 주제별 전문그룹 조정, 기관 간 회의나 행사 조직 및 개최, 

지방차원의 조정 등의 조정역할은 주관기관에만 해당되는 역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기

관이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 성별 차이에 따른 폭력, MHPSS, 교육 문제 대처에 있어서는 정보

관리 역할을 다른 분야와 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3. 최종 공급자 Provider of last resort

국제 인도주의 클러스터 시스템하에서는 주관기관이 ‘최종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주관

기관은 아동보호 대응에서 발생하는 격차나 차이점을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는 옹호와 추가적인 자원 활용을 들 수 있다. 격차 또는 차이점은 지리적인 측면에

서 나타나기도 하고, 청소년, 노동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같이 주제/분야별로 

나타날 때도 있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42

기
준

 1

4. 의사결정 Decision-making

조정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관 간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지리적 지역, 행동 유형, 전략적 우선사항, 자금에 영향을 미치

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관 내에 전략계획과 의사결정을 담당할 핵심그룹을 구성하는 것에 대

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 감독, 신규회원 모집, 정보관리를 수행하거나 다른 그룹이나 분야, 

클러스터에 대해 해당기관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할 수도 있

다. 이때 실무그룹에 최대한 여성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민감사안 Sensitive issues

아동보호, 보호, 타 분야를 위한 조정메커니즘은 낙태, 입양, 조혼, 장애와 성적 취향에 대한 사회

적 인식과 같은 민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는 유용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나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사

안(당국이나 조정메커니즘 구성원이 저지른 폭력 또는 분쟁지역 관련 특정 정보)은 양자간 대화

나 소규모 회의를 통해서 보다 적절하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는 조

정메커니즘 내에서 공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6. 조정메커니즘 참여주체 Involving actors in the coordination mechanisms

인도적 대응 경험이 적은 지역 주민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 해당 지역의 지역기반기관 CBO, NGO와 접촉, (2) 성별, 인종, 종교, 직업별로 

폭넓은 교류, (3) 지역 언어로 진행되는 회의 조직, (4) 다양한 기관의 소관분야 관련 회의 개최, 

(5)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회의 조직, (6) 이용하기 쉬운 형식의 전문데이터 제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아동보호 대응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병

렬구조parallel structure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글로벌 아동보호실무그룹 Global-level CPWG

UNICEF 주관, 글로벌보호클러스터Global Protection Cluster의 후원을 받아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

는 글로벌 아동보호실무그룹CPWG은 국가 단위의 기관 간 아동보호 대응의 조정을 지원하는 임

무를 맡고 있다. 아동보호실무그룹은 인적 지원(예: 급박한 조정관 파견), 도구 지원(예: 평가 도

구, 교육데이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http://www.cpwg.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성과모니터링 Performance monitoring

조정그룹이 구성되면 (1) 대응에 있어서 조정을 평가, 개선, (2)최소기준과 전략계획상에 합의된 

목표에 따른 대응의 범위와 질적 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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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데이터는 http://www.cpwg.net나 CPWG의 조정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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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인도적 기관은 아동보호 활동가들이 재난·위기시 아동보호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개

발하고,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본 기준

은 기존의 기준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담당자 동원과 아동의 안전보호 요구사항 이

행시 인적자원의 역점사항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준

아동보호 서비스는 각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활동가를 통해 제공되며 채용 및 
인사HR정책에는 인도적 활동가에 의한 착취, 학대로부터 남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모든 활동가와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아동안전보호정책이나 아동보호 정책을 수립, 이행, 모니

터링한다. 이때 ‘성적 착취 및 학대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회보’, ‘아동안전규정Keeping Children Safe Standards’, IACS의 ‘성적 착취 및 학대에 관한 6대 핵심

원칙Six Core Principles Relating to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을 참고해야 한다.

•  모든 활동가가 행동강령, 특히 성적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규제하는 규정에 서명동의

하고, 관련 내용를 비롯해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사항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도록 한다.

•  업무담당관focal points을 교육하고, 조직 내에 모니터링·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가동한다.

•  전 세계적으로 신속한 배치를 위해 상시 대기인력과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재난·위기 발생지

와 최대한 인접한 지역에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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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  기존의 인적자원(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훈련생, 교사, 지역단체의 직원, 신앙공동체 같은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을 활용하고, 대응시 이러한 인적자원의 지원, 활용, 개발을 위한 최선책을 모

색한다.

•  아동보호실무그룹 역량체계에 맞춰 책임을 규정한 직무기술서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요구

되는 전문성을 파악한다.

•  채용전문위원단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한다.

•  인도적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담당자의 결원시 우선적으로 충원되도록 한다.

•  직원 채용시 성별, 장애,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차별 없는 업

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관리자는 부하직원에게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정책과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행동강령에 대한 

서명동의와 위반사례 보고에 적합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포함).

•  해당 업무관리자는 직원배치 후 30일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를 수행하고. 이후 적당한 간

격으로 정기적인 평가회의를 열어야 한다.

•  고위직 관리자는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결과가 통합되는 전환기 동안에는 해당 국가에 잔류하

도록 한다.

•  아동보호 활동가의 급여체계를 분석하고, 정부직원이 국제 NGO로 이직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한한다.

•  자원봉사자, 활동가, 파트너의 역량구축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구축 전략을 수립한다.

•  건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정기휴가 또는 위로휴가를 통해 직원의 복지를 증진한다.

•  해당 직원이 조직에서 습득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끝나는 단계에서 퇴직자 면담

을 실시한다. 적절한 경우 면담결과를 다른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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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아동보호실무그룹의 아동보호 역량프레임워크를 고려
하여 수립된 아동보호 ToR 비율 80%

(2)  조직의 행동강령에 
대한 특정 질문이나 
“행동강령에 서명동의 
했습니까?”와 
“서명했다면, 
행동강령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오.” 같은 
일반적인 질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4)  필요한 경우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행동지표 행동목표

2.  인도적 대응분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사대
상 활동가 가운데 소속 단체의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서명동의한 활동가의 비율 

90%

3.  직급별 아동보호 활동가의 남녀 비율 0,5

4.  조사대상 아동보호 활동가(아동보호 관련 당사자)  
가운데 업무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성과모니터링 프레임
워크 개발에 참여한 활동가 비율 

70%

5.  고용기간이 만료된 직원 가운데 퇴직자 면담을 한 직원 
비율

70%

6.  조사대상 아동보호 활동가(아동보호 관련 당사자)  
가운데 정부직에서 국제기관으로 이직한 직원의 비율 5% 미만

지침사항

1. 조직의 책무 Organisational commitment

모든 기관과 단체는 적절한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해당 업무관리자를 통해 직원을 지원하고, 직원의 역량구축에 힘써야 한다. 적합한 추천서

와 신원확인에 기초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아동과의 접촉 수준이나 아동에 미치는 영

향이 포함된 위험성 조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2. 직원의 능력 Competencies

아동보호 업무는 특정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회복

능력이나 멀티태스킹 능력 등 특정 능력이 필요하다. 채용과정에서는 적절한 역량 프레임워크

와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자의 행동방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능력과 경험을 평가해야 한다.

3. 직원역량 Staff capacity

적정수의 우수한 아동보호 활동가를 보유하는 것은 아동보호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재

난·위기시나 전후로 아동보호 활동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재난·위기 동안이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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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전에 확보한 지식과 문화적 규범 및 관행에 대한 지역적 이해는 중요한 자산으로써 긴급구호

시 아동보호 시스템 강화에 도움이 된다.

4. 젠더 Gender

채용면접에는 지원자가 양성평등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직원교육은 일상업무에서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본적 기술 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직책에 남녀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은 

동성同性의 성인을 더 편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성의 아동보호 활동가를 접했을 때 서비스 

접근성이 커진다. 아동보호팀의 남녀 비율을 잘 맞춤으로써 성폭력과 학대의 위험을 낮출 수 있

다. 다음은 남녀 비율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  학력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  일정 업무는 여성에게(만) 너무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편견을 지양한다.

•  ‘자격요건을 갖춘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함’이라는 문구를 구인공고에 명시한다.

•  면접위원의 남녀 비율을 맞춘다.

•  여성을 위한 시설alternative arrangements 마련을 고려한다(예: 안전한 숙소(잠자리), 남녀구분 화

장실).

•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남녀 직원 정보를 분류하여 보관한다.

5. 장애 Disability

채용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와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면접과정에서 장애의 성격과 지

원자의 자격요건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채용공고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재난·위기에 

따른 아동보호 활동시 평가작업과 프로그램 계획 업무를 수행할 팀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좋다. 업무담당관이 장애인일 경우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아 장애를 입게 된 사람

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

6. 비차별과 포용 Non-discrimination and inclusion

모든 관리자와 직원의 남녀비율을 적절히 유지하고, 장애인을 포용해야 하며 인종, 종교, 성적 취

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차별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신과 다른 그

룹에 대한 직원간의 민감성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

을 모든 인도적 활동 전반에서 권장해야 한다. 차별방지와 함께 그룹별, 개인별 특정 필요도 고려

해야 한다(주변인물에 대한 두려움 해소. 예: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두려움, 숙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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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아동보호 분야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학습과 자기개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의 역량과 필요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 일대일 교육, 정기적인 연수워크숍

이 포함된 역량구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감독과 동료지원peer-support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직원이 문제점과 대처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 간 연수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은 타 기관 동료의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최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

며 공통된 언어를 개발할 수 있다.

8. 피드백 메커니즘 Feedback mechanisms

인도적 활동가의 행동방식과 활동방식에 대한 수혜자(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진전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인도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1차적 이용자로서 수혜자는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관련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계획하고 제공하는 서

비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적 기관은 직원평가에 사용될 익명

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간단하고도 이용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실행해야 한다.

9. 아동보호 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모든 인도적 기관은 아동보호 정책이나 아동보호 행동강령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 

정책은 아동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아동의 안전을 유지하겠

다는 조직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 인도적 기관은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파

트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철저한 이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아동보호 정책과 절차 수립시 적

절한 관련 당사자(적정 인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평가에 있어서도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협력계약, 재정, 자원, 직원, 운영 분야 담당자 등)이 참여해야 한

다. Keeping Children Safe나 지역·국가적 아동보호 조정메커니즘은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다.

10. 직원복지 Staff wellbeing

아동보호 활동가는 대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신변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일을 한다. 상급자(감독관)는 긴급구호시 활동가의 복지를 증진에 힘쓰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휴가와 휴식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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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
커뮤니케이션, 옹호, 미디어 
Communication, advocacy and media

인도적 기관은 웹사이트, 보고서 및 데이터 발간, 미디어 홍보활동, 프로그램 및 옹호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항상 소통하고 있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문자, 사진, 라디오, TV, 

동영상도 매우 효과적인 아동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의사결정자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음

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아동보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신속

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이나 옹호가 잘못 사용될 경우 아동에 대한 인식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과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옹호는 목표그룹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행동이

다. 옹호활동의 방법으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를 통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외부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옹호활동에는 필수

적으로 타인(타기관)과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와 동맹처럼 기반을 수

립하는 활동과 시민사회(아동이 포함된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이들 

단체가 스스로 변화를 옹호하고 당국이나 기타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아동보호 문제는 남녀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 최선의 이익, 그리고 안전에 대한 존중의 차원

에서 소통되고 옹호되어야 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지역 언론인,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해 아동보호 문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아동보호 지도

자와 활동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소통 능력을 강화한다.

•  모든 기관이 아동 관련 문제에 있어 아동참여의 모범 사례와 연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프

로세스를 마련하도록 한다. 공통된 접근을 취하기 위해 파트너, 당국, 기타 아동보호 활동주체

와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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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옹호할 아동보호 문제와 국가적, 국제적으로 활용될 대상별 메시지를 미리 파악한다.

•  유엔, 국제 NGO, 지역 NGO, 시민사회, 지역사회, 가능하다면 아동에 이르기까지 옹호활동 파

트너를 파악한다.

•  옹호와 기금모금간에는 구분을 명확히 하고, 두 활동 모두 목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대응활동(옹호)

•  목표, 대상 그룹별 도구, 추진일정이 포함된 옹호전략을 수립한다.

•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일반대중과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와 분석 결과물, 정책권고

안을 발간한다.

•  주요 아동보호 문제는 관련 포럼(조정메커니즘, 인도주의국가팀, 정부단체 등)에서 논의되어

야 하며 옹호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지역 차원의 의무이행자 duty bearers나 기자들이 주요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제공받도록 한다.

•  지역적 사회 규범과 문화적 제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대응활동(커뮤니케이션)

•  각각의 재난·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보호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가족, 아동, 

당국과 함께 메시지를 조정하고 공유한다.

•  가장 중요한 아동보호 문제를 타 분야의 인도적 활동가와 공유한다.

•  타 분야 인도적 활동가를 대상으로 아동보호 원칙과 모범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아동보호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와 증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당국과 피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

•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지역 언어로 번역한다.

대응활동(미디어)

•  출판물이 해당 내용에 실린 아동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항상 

고려한다.

•  아동, 부모, 보호자에게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이들의 사진이나 녹취(녹화)자료 사용 및 인용

시 먼저 사전 홍보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

•  정확한 내용과 사진(영상)을 사용하되 해당 자료 사용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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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상황을 과장하고 해당 아동을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아동의 사진(영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  고정관념에 치우쳐 아동이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아동의 요청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아동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  현·전역 아동 소년병, 신체적·성적 학대 생존자, 학대 가해자, HIV/AIDS 감염 아동의 신원은 절

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  가능한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미디어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  아동, 부모, 보호자에게 이들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다.

•  미디어에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공한 아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조사결과 아동보호 문제의 가시성과 이해가 긍정적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됨

(1) ‘긍정적인 방법’이란 
아동의 존엄성, 
최선의 이익과 안전, 
국가별로 고려해야 
할 기타 기준(tbc)이 
고려되었음을 의미함 .

(2)  해당 국가의 실무그룹에 
의해 관련 포럼이 
파악되어야 함.

(7)  관련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무해성’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행동지표 행동목표

2.  아동보호 원칙과 모범사례에 관한 교육을 받은 타  
분야 인도적 활동가의 수

국가별 산정

3.  수집한 뉴스 가운데 아동의 의견이나 아동의 말을 인
용한 미디어보도 회수

국가별 산정

4.  조사대상 아동, 부모, 보호자 가운데 인터뷰 전에 사전
동의 요청을 받은 대상의 비율 100%

5.  조사대상 아동, 부모, 보호자 가운데 정보제공에 따른 
현금 또는 기타 대가(물질적 지원, 식량 지원 등)를 받은 
것으로 응답한 대상의 비율

0%

6.  간행물에 나타난 특정 위치 또는 신분 표식을 이용해 
아동 추적이 가능한 사례의 비율 0%

7.  아동관련 소통 데이터 가운데 ‘무해성’ 기준을 충족하
는 데이터의 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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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사항

1. 조직 지침 Organizational guidance

아동문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은 지역 및 국제기관과 단체의 기존 지침과 프로세스

를 토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위험과 대응, 지역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있어 지역의 문

화적 규범과 관행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 활동가는 

본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2. 국가적 옹호역량 구축 Building national capacity for advocacy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공식·비공식, 국가·지역 차원)들이 재난·위기 발생 전에 미리 아동보호 

문제를 옹호할 역량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실제 위기발생시에 보다 나은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다.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의 역량이 재난·위기 동안 강화되는 경우 결국 아동보호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3. 아동보호 메시지 전달 Child protection messaging

아동보호 위험요소와 안전에 대한 메시지는 아동에 대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써 아

동, 보호자, 지역사회, 그외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신중한 행동을 유도한다. 

아동보호 메시지 전달전략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위험성과 연령별, 성별, 장애별로 아동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인식제고

•  위험 감소와 대응을 위해 아동, 보호자, 지역사회, 관련 이해당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  대상 그룹의 특성과 메시지 조정방법

•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메시지 전달 방법

이해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비차별적이고 관련성이 있으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맥락하에 메시지 내용과 전달방법이 정해져야 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현장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메시지는 대중매체(라디오, TV), 특

정 전문가 그룹(교사, 의료인), 지역 유명인사, 소규모 매체(포스터, 전단지)를 개별적 또는 종합

적으로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다.

4. 참여 Participation

옹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아동의 참여는 커뮤니

케이션의 질, 정확성, 설득력을 높여준다. 또한 참여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통제

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 정체성, 대응, 생활기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의 안

전을 지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이나 성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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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5. 책임한계 Disclaimer

커뮤니케이션이나 옹호 데이터에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이 실렸을 경우 아동의 관련여부를 떠나 

반드시 책임한계를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소년병 징집, 마약류 불법유통, 부패, 지역사

회에 의한 거부 등의 문제를 아동이 겪게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본 데이터에 사용된 사진은 OOO[기관 명칭]과/와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사회 및 단체의 아동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속의 아동은 폭력의 피해아동이 아닌 경우도 있고, 본 캠페인에서 주장하

는 내용과는 무관한 아동일 수도 있다.’

6.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전동의는 정보를 수집하는 측과 정보를 제공하는 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해준다. 사전동의서 양식에는 정보수집의 목적과 성격, 수집방법과 

절차, 정보제공자의 역할과 권리, 정보 제공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혜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

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과 기밀유지를 보장하고,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외적으

로 또는 옹호활동을 위해 활용됨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성명과 작성일이 

양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부모/보호자, 동의서 양식의 언

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양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부모/보호자의 경우 제공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령에 맞게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그림을 통해 모

든 정보를 아동과 부모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7. 증언 Testimonies

청소년은 효과적인 활동가이자 강력한 대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언론인, 국가·국제 단

체 등은 이 점을 인식하고 젊은이들에게 언론에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언론노출로 인한 위험과 언론의 관심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압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청소년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원하는 커뮤니케이

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증인의 최선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상 공개를 거절하

는 등 신중하게 증인을 보호·관리해야 한다. 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해당 문제에 대해 증언할 증인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고, 증인들이 과거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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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4
프로그램 사이클 관리 
Programme cycle management

본 기준에서는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 대신 ‘프로그램 사이클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아동보호 프로

그램은 기존의 정보 및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해 추가적인 조정이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프로그램마다 목표가 있어야 하고, 아동

과 지역사회는 현황분석, 프로그램의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전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존 아

동보호 시스템의 분석결과와 고려사항, 시스템 강화 방법이 항상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사이클 관리는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본 기준은 아동보호 대응과 관련된 요소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아동기와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이해

법률과 아동권리
인지

각자의 경험을 통한
학습

각자의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

현황

분석

기준

모든 아동보호 프로그램은 기존 역량, 자원,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는 
남녀 아동과 성인을 통해 확인된, 변화하는 아동보호위험과 요구사항을 다룬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57

기
준

 4

주요활동

대비활동

•  최대한 신속하게 기존 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한 뒤 현황분석, 아동에 대한 위협의 직접

적, 근본적 원인 파악, 추가적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분석과 계획에 아동을 참여시키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한다.

•  기존 정책, 규제, 서비스, 관행, 역량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시스템을 포함해 국가 아

동보호 시스템의 현황mappings을 검토한다.

대응활동

•  조사단계부터 시작해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로 아동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공식·비공

식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  기관 간 공동·연계조사 조정구조를 수립하거나 이를 지원한다(기준 1 참조).

•  필요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  단일 기관 조사보다는 기관 간 조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정보수집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다.

•  아동보호 고려사항이 다영역 조사에 포함되도록 한다.

•  대응조치 개시 후 5주 이내에 아동보호 신속조사rapid assessment를 실시한다.

•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포함된 심층조사와 상시 현

황 모니터링을 후속 조치로 실시한다.

•  조사팀을 다양한 능력과 인종의 남녀로 구성하여 조사대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별, 연령, 지리적 위치에 따라 조사 대상을 구분한다(타당한 경우 장애 및 인종별로 구분).

•  국가별, 인구별로 충족될 수 없거나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기존에 작용하고 있는 긍정적인 구조를 강화한다.

•  소외계층, 아동, 고위험 아동을 고려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계획한다.

•  인명구조 활동을 우선시한다.

•  수혜자로부터 피드백과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프로그램의 질과 성과, 가능한 경우 영향까지 모니터링한다.

•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아동과 가족 등 이해당사자들과 조사결과 및 성과를 공유한다.

•  연구·조사결과가 프로그램 조정에 피드백되도록 한다.

•  공동 학습 이니셔티브 또는 아동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적 대응의 기타 분야와 아동보호 

프로그램 평가 작업을 새롭게 실시하거나 기존 작업에 참여한다.

•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추가 개입조치 계획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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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목표가 설정된 아동보호 프로그램 가운데 아동과 성
인을 통해 파악되어 문서화된 아동보호 우선사항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비율

80%

(4)  과거 6개월 동안 
조사 작업 수행

2.  아동보호 프로그램 가운데 파악된 기존의 역량, 재원, 
구조의 활용이라는 명확한 목적하에 기획된 프로그램 
비율

90%

행동지표 행동목표

3.  재난·위기 발생 후 2주 이내에 문헌검토 수행 및 추
가사항 반영

해당됨

4.  재난·위기 발생 또는 대응조치 시행 후 5주 이내에 
아동보호 관련 문제에 대한 신속조사rapid assessment 
수행

해당됨

5.  아동보호 조사팀의 여성 비율 40%~60%

6.  평가를 거친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비율 90%

7.  아동과 성인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조정 및 기록
작업을 거친 아동보호 프로젝트 비율 90%

8.  프로젝트 착수 후 3주 이내에 프로그램의 질과 성과
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수립

해당됨

지침사항

1. 재난·위기 이전에 확보한 정보 Information from before the emergency

아동보호 현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완벽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있

고 아동보호 정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보호시설, 아동노동, 난민, 학교출석률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는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법률, 정책, 국가적 대비·대응 방안에 대한 실질적 

정보도 마찬가지다. 행동양식과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정성적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포괄적

인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한 현황파악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이전 인도적 활동의 아동보호에 

관한 정보가 이용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2. 조정구조 Coordination structure

기관 간 조사조정구조assessment coordination structure는 정보 수집과 공유, 공동의 도구와 방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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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권장, 공동계획 수행, 정보 공동분석을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조정을 통

해 투명성을 촉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뒷받침하며 프로그램과 자금지원의 우선순위

를 정할 수 있다. 조정작업은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접근법을 촉진하고, 동시에 아

무도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역량 격차를 좁혀준

다. 아동은 일부 아동보호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조사, 계획, 실행, 평가에 

대한 조정은 보다 총체적인 대응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기준 1 참조).

3. 다영역 조사 Multi-sectoral assessments

조정작업은 보호, 성별 차이에 따른 폭력,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지원 등 관련 분야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되어야 한다. 초기 다영역 조사에서는 초기 비상대책 프로그래밍과 자금지

원의 우선순위와 가장 시급한 아동보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관 간 지표는 IASC 

연계 욕구조사를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ance for Coordinated Needs Assess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조사작업은 주로 비전문가 generalist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 고려사항

만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단계적 조사 Phased assessments

조사작업은 단발적 작업이 아니라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초기조사는 현 상황과 아동

보호 문제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정보수집과 대응조치간에 균

형을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과 단체에 의해 계속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조사피로감
assessment fatigue’에 대해 인지하고 이러한 피로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

한 경우 ‘아동보호신속조사툴킷Child Protection Rapid Assessment toolkit’을 초기에 조정하고 활용하거

나 시간과 자원이 허락되면 좀더 포괄적인 ‘기관 간 아동보호조사툴킷Inter-Agency Child Protection 

Assessment toolkit’을 활용한다(Sphere 보호원칙 1과 평가에 대한 핵심기준 3 참조).

5. 데이터 분류 Data disaggregation

재난·위기 초기에는 세부적인 데이터 분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성별, 연령

별 장애 유형에 따라 정보를 분류해야 한다. 아동의 경우 0~5세, 6~12세, 13~17세를 기준으

로 남녀 아동을 구분한다. 또한 모든 정보는 남녀 모두 10년 단위로 다시 분류되어야 한다(예: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6. 포용 Inclusion

조사에는 장애아동, 소수민족, HIV/AIDS 감염아동, 성적소수자 가정 아동 같은 소외계층 아동

을 포함해 지역사회 전체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공개적인 의견 개진이 어렵거나 위험스러

운 사람들도 있다. 다른 성인 앞에서 말을 하기를 꺼리는 아동과는 개별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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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동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 여성과 여자 아동과의 면담은 

성인 남성과 남자 아동을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장애아동, 장애인 부모)

과 이야기를 할 때는 대상의 장애 유형에 맞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조정한다.

7. 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조사작업의 계획과 기획, 조사결과의 분석과 해석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정보관리 전문가와 협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관리에 대

한 지역적 전문성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실무그룹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준 5 참조).

8. 존엄한 삶 Life with dignity

인도적 대응이 계획되는 방식은 재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존엄성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

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프로그램 접근법은 대응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종교적, 문화적 정체

성을 지지하며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네트워크가 심리사회적 행

복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존엄한 삶을 누릴 인간의 권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

다.

9. 프로그램 평가 Programme evaluations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간단계 또는 결과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는 전략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알려주고, 모범사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향후 프로그래밍을 위한 제

안도 해준다. 독립적인 평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해당 분야의 기술표준에 맞춰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이들의 생각이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

한 대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평가결과를 프로그래밍에 반영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마련

되어야 한다.

10. 아동을 포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견해 존중 Ensuring the views of affected people, including 

children

영향조사(개입의 포괄적인 영향-긍정적·부정적, 의도적·비의도적)는 인도적 대응을 위한 필수

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다. 아동을 포함해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변화

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영향조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평가에 

아동과 성인의 피드백, 지속적인 의견수렴, 양적·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참여적 접근법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아동은 힘든 상황에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고, 긍정적 정체성, 대응, 생활기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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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5
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인도적 대응의 맥락에서 정보관리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특정 아동에 관한 정보 수집과 보관, 필요에 의한 공유(기준 15 사례관리 참조)

(2)  주어진 환경에서 아동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전반적 위험요소와 폭력 유형 

파악(기준 6 모니터링 참조)

(3)  대응조치의 전반적 상황 제시를 위한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기준 4 프로그램 사이클관리 참

조)

(2)와 (3)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동보호를 위한 계획에 따른 결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통합, 분석 

요약되고 활용된다. 상황에 따라 정보는 협력대응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본 기

준은 정보관리와 관련된 기존 도구나 교육프로그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관리에 있어 

아동보호 관점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준

기밀유지 보장, ‘무해성do no harm’ 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아동보

호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수집, 활용, 공유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인도적 활동가와 협력하여 국가정보관리 시스템이나 기존의 정보관리 시스템, 국내 사생활보

호법 및 규정(등록/사례관리 양식, 조사·모니터링 도구, 아동보호 개입의 범위와 질 파악을 위

한 성과모니터링 도구, 정보공유 규정 등)을 기초로 한 기관 간 표준 정보 도구와 절차를 개발, 

조정, 번역한다.

•  아동보호 활동 당사자와 협력하여 아동보호 관련 최신 통계를 파악하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

를 활용해 우선적인 아동보호 문제(예: 가족단위 보호, 아동복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폭

력 행태)에 대한 기관 간 기준을 설정한다(기준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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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  합의된 도구를 이용해 공동·연계조사에 참여한다. 기관별 조사는 가급적 지양한다.

•  데이터수집에 앞서 데이터수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기술, 아동과 교감하는 방법, 기밀

유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제공자(아동,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한다.

•  인도적 활동가의 조율을 통해 기존의 모든 제반 사항에 기초한 사례관리, 현황모니터링, 성과

모니터링, 개별 아동모니터링 등 아동보호 대응의 핵심요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수립한다.

•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개인 정보와 기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참조기호reference 

codes를 개발한다.

•  아동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  작성된 정보(사례 파일)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방화철재)에 보관하거나 해당국가를 제외

한 다른 곳으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  온라인 데이터는 암호를 걸어 보호하고, 암호화된 파일 형식으로 웹상으로만 주고받아야 한다.

•  정보분석, 보관, 암호화 담당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담당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는 안전한 곳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  대피 상황이나 불가항력 상황에서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긴급·출구전략을 수립한다.

•  인구집단 차원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지역사회, 타당한 경우 아동을 포함한 모든 관련 주체

와 공유한다.

•  모든 아동보호 활동가를 대상으로 기본 정보, 기밀 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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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조사 또는 상황모니터링, 4W, 사례관리, 이 3가지 프로
세스 중 현재 합의된 기관 간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 프로
세스의 개수

3/3

(1)  사례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2)  인구차원의 
윤리적인 정보접근은 
국가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무해성,’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정보의 기밀성 
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

행동지표 행동목표

2.  조사대상 기관 직원 가운데 사례관리시 정보공유 절차
에 대한 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직원의 비율 90%

3.  데이터 수집담당자 가운데 업무 개시 최소 1일 전에 관
련 교육을 받은 담당자의 비율 100%

4.  데이터 수집담당자 가운데 데이터 수집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원칙을 최소 5가지 열거할 수 있는 담당자의 비율 90%

5.  위기대응 아동보호 프로젝트 제안 중에서 기관 간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중요한 연계성을 가진 프로젝트 
제안의 비율

해당됨

6.  조사대상 아동, 부모, 보호자 가운데 인터뷰 전에 사전동
의를 요청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 응답자 비율 90%

지침사항

1. 조정 Coordination

긴급대응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정보관리 전담팀IMTF’을 구성한다. 이때 아동

보호 정보관리 담당관은 정보관리 전담팀의 업무에 아동보호가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재난·위기에 따라 특정 아동보호 정보 조정기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최상위 아동보

호 기관이 정보관리 조정 기능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정기관은 정보관리와 관련한 

활동을 주도하고 다른 정보관리 프로세스와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다. 기준 도구와 절차를 개발

하거나 타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개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예: 등록 표준서

식, 표준 교육모듈, 조사작업 중 긴급조치에 대한 지침,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

수요 대처방법). 이러한 도구는 글로벌 아동보호실무그룹과 공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과 각 기관

의 권한 측면에서 모든 기관/단체를 고려한 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반적 오류 Common mistakes

정보관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일반적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 기존 사례 관리시스템 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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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데이터 수집

• 정보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 규정에 어긋난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후 분석 미실행

• 복잡한 지표 이용

• 데이터의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데이터의 일반화

•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해석

• 부적절한 데이터 수집방법 사용

• 정보 다각화 부재

•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필요성과 활용방법을 설명하지 않음

• 정보 수집 시 기대감 자극(거짓 약속)

• 정보활용 지연 또는 정보 미사용

3. 보안경계 Security precautions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과 같은 보안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양도

가 불가능한 암호를 정해 지정된 소수에게만 접근을 허락하고, 국내외의 안전한 장소에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모든 종이문서의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이나 벽장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전자정보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종이문서로 관리할지, 혹은 전자정보로 저

장하여 보관할지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사례의 데이터 분량, 아동의 지리적 위치, ‘기관 간 

아동보호정보관리시스템IA CP IMS, Inter-agency Child Protecr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과 같은 

전자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자원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4. 정보의 소유권 Who owns the information

타당한 경우 정부(사회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데이터수집과 정보보관을 비롯해 정보관리에 관

여를 해야 한다. 재난·위기 발생 직후에는 정부의 개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지속성

을 확보하고, 기존 관행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며,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구

조 내에서의 활동과 정보관리 측면의 정부 역량강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협

력하는 경우 데이터보안과 비밀유지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군대나 무장단체에 연루

된 아동, 정부군(공권력)이나 정부의 대리자에 의해 발생한 폭력 생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부의 참여로 아동에게 의도치 않은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5.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아동 개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보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간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규정Information Sharing Protocols이나 정보운영 관리운용규정SOPs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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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규정에는 정보수집과 보관방법, 아동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

로 공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공유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거

하여 ‘무해성do no harm’ 및 ‘알아두기Need to know’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6. 보고의무 Mandatory Reporting

일부 국가는 관계당국에 아동보호 활동가의 학대 또는 방임 사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무보고

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지 법률과 기준을 잘 숙지하고 가능한 이

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활동주체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보고로 인

해 보고자 또는 아동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례에 맞게 결정을 내리고, 무

엇보다 아동의 최선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7. 데이터의 기밀성 Data confidentiality

아동,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대외비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자가 적을수록 기밀유지가 더 

용이해진다. 사례 관리 담당자는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사례 확인이 가능하

도록 사례마다 적절한 참조기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참조기호는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

계하는 기능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를 걸어 별

도의 첨부데이터 형태로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공유는 참고용 정보에만 한정하여 엄격하게 제

한하고, 그 외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만 공유하는 것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8.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충분한 정보 전달에 입각한 사전동의는 동의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한 개인의 자

발적인 동의다. ‘사전동의’를 하려면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전동의 대상은 아동이 될 수도 있고, 아동의 신체적 연령과 정신연령(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 될 수도 있다. 아동이 관련 상황과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동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15~18세가 되면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 각 사례별

로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해당 아동이 사전동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면접관이 판단

을 내리면, 부모 또는 보호자를 통해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구한다. 5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도 

면접 대상의 연령을 감안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보수집 이유, 목적과 공유방법 등에 대해 설명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접관)과 정보를 제공하는 측(아동) 

사이에 잠재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사전동의서 양식에는 정보 수집의 목적과 성격, 수집방

법과 프로세스, 정보제공자의 역할과 권리, 정보제공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혜택이 상세히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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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과 기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의는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성명, 서명, 작성일이 기록되어야 한다(기밀유지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정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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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6
아동보호 모니터링Child protection monitoring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긴급구호활동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행되어야 한

다. 모니터링이란 폭력, 착취, 학대, 방임의 정도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작업

이다. 특정 사건이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모니터링에 포함된다. 모니터링 

대상이 해당하는 사항이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납치, 학대, 임의구금, 아동의 유해노동, 

정신적·신체적 건강, 살인, 신체절단, 소년병 징집, 가족분리, 성적 착취,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모두 모니터링 내용에 해당된다.

아동의 생명과 복지에 위험을 주는 요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대

응 및 사례보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분쟁 발생 상황이나 분쟁 당사자가 유엔 사무총장의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목록에 올라 있는 경우 유엔 사무총장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

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메커니즘MRM,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이하 ‘MRM’) 수립을 요

청하게 된다. 동시에 관련 국가에서는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분석·보고 방식MARA, 

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arrangements(이하 ‘MARA’)이 가동된다.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는 검증된 정보를 전달받아 이에 대한 조치를 관련 당사국에 요청한다.

기준

아동보호 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예방·대응 활동을 개시하고 통보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지역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사례의뢰체계와 체계 내의 격차

를 포함한 아동보호 시스템 현황을 파악한다.

•  주요 아동보호 정보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 원본data sources을 활

용한다.

•  인도적 활동가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공통 지표와 프로세스에 합의하고, 각 활동주체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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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  정부 또는 지역사회 기관/단체간 정부 또는 지역사회 기관/단체 내에 사례의뢰체계referral 

system을 수립하고, 사례보고 책임을 모든 직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  모니터링 관련 아동보호 담당직원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관련 구성원이 윤리적 고려사항 및 

모니터링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최신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  보고체계와 사례의뢰체계의 적시 실행을 위해 재정·조달 요구사항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려한다.

•  무력분쟁 상황에서는 분쟁관련 성폭력 등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모니터링할 파트너를 파

악한다.

대응활동

•  기존의 연구, 조사, 감시 등 이용 가능한 정보를 분석한다.

•  정의, 지표, 데이터수집 방법, 정보관리 시스템(문서/전산화) 등 모니터링을 할 사항에 대해 합

의한다.

•  데이터수집 담당자를 교육한다.

•  다른 아동보호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보공유 절차를 통일한다.

•  미보고 사례 또는 중복보고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례의 비율을 추정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  데이터 분류 기준(연령 등)에 합의한다.

•  무력분쟁 상황이나 유엔이 MRM 국가전담팀을 수립한 경우 아동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분쟁관련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경보조치가 관련 전담팀에 전달되도

록 한다.

•  조정을 담당한 기존 기관 또는 담당자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안

전한 정보활동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관 간 조정 단계에서 사례 및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을 파악한다(기준 3, 4와 15 참조).

•  정보수집과 사전동의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한다.

•  정보관리에 모범사례가 반영되도록 한다(기준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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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정기보고(현황
보고 등) 비율 100%

(1)  ‘정기보고’는 
국가별로 정의할 
수 있음.

2.  아동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성별/연
령별 분류

해당됨

행동지표 행동목표

3.  윤리적 고려사항을 포함해 아동보호 데이터 수집에 
관한 교육을 받은 데이터 수집 담당자 비율 100%

4.  모니터링팀의 평균 여성비율 50%

5.  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빈도 등 공통 모
니터링 체계 합의

해당됨

6.  무력분쟁 상황과 모니터링·보고메커니즘이 가동된 
상황에서 모니터링·보고메커니즘 분야 매뉴얼에 따
라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지
침에 따라 분쟁관련 성폭력을 모니터링함.

해당됨

7.  ‘최선의 이익 판정 프로세스’를 거친 사례의 수 상황별 산정

지침사항

1. 현황파악 Mapping

현 상황과 주요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에 대한 현황파악 작업이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새로이 시스템을 수립하고, 가능한 경

우 시스템의 향상과 강화를 목표로 하여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기존 모

니터링·보고 메커니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지역사회 기반 모니터링 및 보고

•  난민·국내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난민촌 보호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

•  국가차원의 아동권리 또는 아동보호 모니터링 방법

•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사고·손상관리시스템

•  일반 행정데이터(의료시스템, 경찰, 교육시스템 등)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수립된 무력충돌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대한 MRM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수립된 성폭력에 대한 M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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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차에 의한 폭력 모니터링을 위한 유엔난민기구UNHCR/유엔인구기구UNFPA 공동시스템과 

아동보호정보관리시스템CPIMS

MRM이나 MARA의 의무사항과 더불어 미디어 정보, 경찰보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포

함한 여러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들 메커니즘간에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조사 Assessments

아동보호 문제나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 이에 대한 대응 여부와 대응방법를 비롯해 주요 아동보

호 문제 및 위험, 관련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분석에는 보안측면과 

함께 모니터링, 잠재적 위험, 자원영향 resoruce implications, 이용 가능한 정보원천 그리고 침해사

례 조사(가능한 경우)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근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여러 형태의 폭력, 착취, 학대에 가장 큰 위험을 받고 있는 취약자(남녀 아동, 남녀 청소년, 특히 

장애인)를 파악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에 대한 특성

을 파악하고, 아동보호 분야의 대응과 결합된 기존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충

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추세와 유형을 분석한

다.

3. 조정 Coordination

모니터링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리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위반사례와 위험요소

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보호 모니터링 활동은 반드시 조율·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통양

식, 지표, 최소 데이터세트, 보안지침 등을 포함해 문서형태나 전산화된 정보관리와 정보수집을 

위한 합의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포괄적인 조정실무그룹이나 클러스터 시

스템의 일부로써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준 1과 5 참조).

4. 교육 Training

일종의 대비책으로써 모든 아동보호 활동가는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을 비롯해 아동보호 문

제와 관련된 국내법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응과정에 있어서는 사례를 안전하게 모니

터링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파트너 기관, 시민사회 회원, 아동보호 모

니터링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지역당국의 직원은 아동 및 장애아동 친화적인 면담, 위험조사, 

안전, 분쟁사안 보고, 보고 프로세스 및 방법, 정보수집 등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국가

당국이 참여하지 않는 MRM, MARA은 예외). 교육내용에는 남녀 아동의 사생활 보호권리, 신분

보호 및 비밀유지, 의견을 존중 받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

리, 위험과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MRM과 MARA 같은 이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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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의무화됨에 따라 모니터링 담당자는 이러한 관련 지침에 맞

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계획적인 대응 Programmatic response

모니터링 활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은 아동보호 문제의 보고, 책무성 

유발, 관련 활동주체의 계획적인 예방·대응 활동 공지를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아동보호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해당 메커니즘의 회원들은 모든 관련 활동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고의뢰reporting referral – 전문·비전문 활동주체가 사례와 위반을 적절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에 보고할 수 있는 경우

•  사례의뢰case referral – 모니터링 담당자가 폭력피해 아동의 특정 사례를 적절한 지원·대응 서

비스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

6. 지역사회 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는 아동보호에 있어 기존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남녀 아동, 보호자, 지역사회 지도자에게 모니터링 활동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전달하여 

대응과 책무성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아

동보호 관련 문제에 대한 파트너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커

뮤니케이션을 일반화하고 각각의 정보제공자(정보출처)를 알아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7.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모니터링 Monitoring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armed conflict

무력분쟁 상황이나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6가지 범주에 초점

을 맞춘 특정 MRM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612호(2005)에 의거하여 수립되어 결의

안 제1882호(2009)와 1998호(2011)에 의해 강화되었다. 6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아동징집 및 이용

•  살인과 폭행에 의한 불구

•  납치

•  성폭행

•  학교, 병원 공격

•  인도적 대응 접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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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총장은 주요 촉발 행위trigger violations(소년병 징집이나 아동이용, 성폭력, 살인과 사지

절단 행위, 학교와 병원 공격)에 대한 확실하고 검증된 정보가 있을 시 안전보장이사회 내의 아

동과 무력분쟁CAAC 연간보고서에 책임당사자 목록을 포함시킨다. 일련의 상황이 ‘책임당사자 

목록’에 오르게 되면 그 즉시 CAAC 활동계획의 일환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 실무그룹에 포함

되고 이에 따라 유엔은 해당 상황에 대한 MRM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

회 실무그룹이 MRM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검토결

과에 따라 대응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특정 개인을 대

상으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6가지 심각한 위반사례 모니터링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외에도 MRM은 무력분쟁 당사자를 해당 위반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계획 수립

과 이행에 관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RM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조율된 대응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960호와 관련하여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해서는 기준 9 ‘성폭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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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요구를 위한 
기준  



아동보호 요구를 위한 기준  

이번 장의 기준들은 엄격한 국제 법률체계에 기초해 아동보호의 핵심 
활동분야와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위험과 손상 Dangers and injuries

•  신체적 폭력과 악습 Physical violence and other harmful practices

• 성폭력 Sexual violence

•  심리사회적 고통과 정신적 장애 Psychosocial distress and mental disorders

•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 아동노동 Child labour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 Justice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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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7
위험과 손상 Dangers and injuries

부주의로 인한 사고(안전사고)는 한 살 이후 아동과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써 10~14세 

아동 사망원인의 30%, 15~19세 청소년 사망원인의 50%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50%는 교통사고(15~19세 사망원인 1위), 익사사고,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다. 재난·위기 시

에는 이러한 ‘일상적 위험ordinary risks’ 외에도 손상과 장애를 입을 위험이 증가하고, 자연재해 시 

장애아동은 신체적 손상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다. 무력분쟁 시에는 전쟁잔류폭발물과 지뢰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있다. 재난·위기에 따른 피난으로 아동은 교통사고, 강이나 호수의 범람, 폭

발위험이 있는 파편과 전쟁잔류폭파물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아동의 손상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으면 장기적 또는 영구적 손상으로 남게 된다. 재

난·위기 중에 손상을 입은 아동, 특히 장애를 입은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형태의 신체적 재활요

구를 갖게 된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아동들은 연령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아동에 대한 기존 및 잠재적인 물리적 위험을 조사, 파악, 분석한다.

•  아동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에게 위험을 알리는 지역사회 차원의 메시지 전달, 인식제

고 활동, 대중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기준 3 참조).

•  교육자, 보호자, 아동이 알아야 할 의무사항으로써 위기경감을 공식·비공식 교육과정과 여러 

활동(학교, 보육시설, 아동친화공간)에 포함시킨다.

•  아동, 특히 장애아동을 위험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아동이 지역사회 차원의 재난위기경감 프로세스에 포함되도록 한다.

기준

물리적 위험에 기인한 피해, 손상, 장애로부터 남녀 아동을 보호하고, 손상당한 아동의 신체

적, 심리사회적 필요에 대해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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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조치 수립 시 아동에 대한 물리적 위험요소를 포함한다.

•  관련 단체brigades 및 구호 단체를 대상으로 아동과 관련된 위험 상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와 응급구조 교육을 실시한다.

대응활동

•  모든 관련 활동주체와 함께 아동에 대한 물리적 위험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공간, 놀이터(운동장),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기준 17 참조).

•  위기감소·위험교육 메시지를 공식·비공식 교육, 아동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역사회 

메시지 전달 활동에 포함시킨다(기준 3 참조).

•  위험요소 현황파악과 조사에 아동과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아동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메시지

를 확산시킨다.

•  사례관리와 보고·의뢰referrals 절차를 마련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

해 손상당한 아동이나 장애를 입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기준 15 참조).

•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아동의 안전 증진을 위한 옹호활동을 벌인다.

•  난민촌의 설계, 조성, 관리에 아동관련 위험이 고려되도록 한다.

•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학교, 병원 등)에 있는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 제거를 우선 순서에 

두기 위한 옹호활동을 벌이고, 지뢰위험 지역에서는 지뢰위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81

기
준

 7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지역 활동주체와 협의를 통해 남녀 아동에 대한 상위 5가지 신체
적 위험요소 파악

해당됨

2.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사회에서 연령별로 남녀 아동에 대한 상위 
5가지 신체적 위험요소 경감을 위한 개입조치 실행 

해당됨

3.  아동보호 활동단체를 위한 ToR이 국가차원에서 마련됨(책임사
항이 명확히 명시됨) 80%

4.  재난·위기 이전에 아동보호와 조정 교육이 이미 수립되어 있음
기준치보다 감소

(1년 단위)

행동지표 행동목표

5.  지역사회 위험성 현황파악 중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한 현황의 비율 100%

6.  조사대상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구성원 중 위험요소와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비율 80%

7.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갖춰진 지역사회 또는 난민
촌 비율 100%

지침사항

1. 신체적 위험과 기타 위험요소 Physical dangers and risks

안전사고에는 익사사고(강, 호수, 바다, 우물, 야외 임시화장실), 추락(절벽, 나무, 구덩이, 도랑), 화

상(불, 식용유, 끓는 물, 감전), 교통사고, 야생동물 공격(뱀), 날카로운 물건(칼, 가시철조망), 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접촉 등이 있다. 재난 지역의 위험요소로는 파손된 시설(지붕과 벽 붕괴, 외

부로 노출된 전기·가시 철조망, 돌더미)과 익사사고(홍수, 산사태) 등을 들 수 있다. 분쟁지역의 위

험요소로는 폭발무기 사용과 전쟁잔류폭발물에 의한 피해(지뢰, 집속탄, 박격포, 포탄, 수류탄, 실

탄, 탄약 등), 붕괴 시설, 그리고 총기와 기타 무기류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점 등이 있다.

2. 데이터수집 Data collection

조사와 아동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연령별, 성별, 위험요소별 교육 메시지

를 마련해야 한다. 위험에 대한 아동과 성인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별, 장

애별로 남녀 아동이 반드시 조사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실례로 해당 지역사회의 지도를 만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위험한 곳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방법이 있다. 토론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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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동 안전사고의 주요 물리적 위험요소

•  안전사고의 위험 순위(예: 발생 빈도별 순위)

•  아동 그룹별 특정 위험요소(어린이, 청소년(남), 청소년(여), 장애아동 등)

•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위험 장소의 위치

•  위험에 대한 아동의 지식

•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아동의 기술 및 능력

•  기 수립된 예방·대응 메커니즘

•  손상을 입은 아동을 위한 기존의 병원, 1차 진료기관 및 프로그램

3. 특정 그룹 Specific groups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 아동의 경우 스스로

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기 쉽다. 흔히 청소년은 위험이나 피해로부터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행동에 참여할 위험이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총이나 

기타 무기를 가지고 놀거나 자동차를 이용한 위험행동을 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편이다. 지적·감

각 장애를 앓는 아동(시각, 청각 장애)은 주변의 위험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신체적 장

애를 겪고 있는 아동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다.

4. 지역사회 활동 Community activities

아동에 대한 신체적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 보호메커니즘을 강화

해야 한다.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위험 및 예방조치에 대한 지역사회·대중인식 메시지 확산

•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훈련

•  환경미화 사업clean-up programmes

•  울타리와 다리 설치

•  우물과 구덩이 안전장치safety mechanisms 설치

•  충분한 야간조명 설치

•  전쟁잔류폭발물 위험 지역 표시 및 인식제고

이러한 활동의 계획과 이행에 참여함으로써 남녀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함께 

불안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다(기준 3과 16 참조).

5. 학교 Schools

학교와 방과후 활동은 많은 아동과 함께 자기보호self-protection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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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험교육과 정보활동은 계획과 실행을 아동과 청소년이 주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기타 비정규 교육기관이나 종교학교에 다니는 아

동, 특수학교의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정규학교에 

다니는 아동보다 위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요구는 좀 더 심각한 과제로 여겨

질 수 있다(기준 3과 20 참조).

6. 사례관리와 보고·의뢰 Case management and referral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장애는 사례관리 서비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 15 참조). 또한 장애

아동이 직면한 특정 보호 위험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의 사항을 목표로 사례

의뢰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장애아동을 비롯한 사고 생존자 파악하여 예방·대응 차원으로 이용 가능한 주요 통합아동보호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

•  사고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예: 보조기구를 이용한 재활)

7. 생존자 지원 Suvivor assistance

생존자 지원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응급진료와 지속적인 의료지원

•  신체적 재활(보조기구, 인공보형물 등 정형외과 재활서비스)

•  심리사회적 지원

•  법률적 지원

•  경제적 포용(근로·고용안정의 권리,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  사회적 포용(참여, 접근성, 교육, 문화생활과 스포츠를 즐길 권리)

보편적 이용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법률, 정책, 대중교육 캠페인이 생존자 지

원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지원 제공 시 지역사회 기존 시스템을 비롯한 기존의 국가 아동보호 

시스템이 약화되지 않고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약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집속탄금지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그 외 관련 국내법과 정책은 손상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생존자지원 제공을 

포함해 폭발무기 사용과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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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
신체적 폭력과 악습 
Physical violence and other harmful practices

재난·위기 상황에서 폭력의 강도는 더욱 거세진다. 가족과 기타 아동보호 주체는 엄청난 스트레

스를 받게 되고, 아동을 둘러싼 보호환경의 약화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 학대로 이

어져 아동은 가정폭력, 신체적·성적 학대, 체벌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가족은 재난·위

기의 여파에 대한 대응기제로써 악습에 의존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의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여

아의 조혼, 여성할례 등의 악습은 폭력이나 학대와 다름없다. 분쟁 발생기간 동안 아동은 살인, 

사지절단, 고문, 유괴와 같은 심각한 폭력을 겪게 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아동 및 성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체벌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가족, 지역사회 

지도자, 정부관계자의 견해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방법을 조사한다.

•  부정적인 대응체계 등 재난·위기 사태 동안 증가한 악습의 현황을 파악한다.

•  사회복지사, 법집행관, 보건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팀을 

새롭게 조직하거나 기존의 팀을 강화하고, 지원팀이 폭력과 악습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방전략과 연령과 성별에 맞는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효과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대응 서비스 제공자의 현황과 대응격차를 파악하고, 격차해소를 위

한 전략을 수립한다.

•  보편적 형태의 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부모, 지역사회 핵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역적으로 확

인된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예: 긍정적 훈육, 지역사회 중재, 종교지도자의 개입). 특정 

사례 관련 대응 및 참고방법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도록 한다.

•  기존 프로세스에 기초해 아동과 서비스 제공자간에 효율적이고 아동친화적인 사례의뢰체계

기준

신체적 폭력과 기타 악습으로부터 남녀아동을 보호하고, 생존자에게는 연령과 문화적 배경

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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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립한다.

•  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아동보호 활동 관련 당사자에게 사례의뢰체계에 대한 정보를 보

급한다.

대응활동

•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

략을 세운다(기준 10 참조).

•  신체적 폭력과 악습에 대한 인식제고 메시지를 마련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아동과 영향력 있

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를 유도한다. 위험, 위험의 영향,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

에 포함한다(기준 3 참조).

•  악습의 폐해 사례를 활용하여 인식제고, 토론 활성화, 악습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신체적 폭력과 악습의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심리사회적 지원, 의료지원, 재통합, 교육기회, 직업교육, 현금지원, 법률적 지원 등).

•  기존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간에 효율적인 사례의뢰체계를 수립한다.

•  신체적 폭력과 악습의 피해 아동을 파악하고 조사한다.

•  방임 등 다양한 폭력 위험에 노출된 남녀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한

다.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보육시설 아동, 장애아동,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 노숙아동, 과거 군

대 또는 무장단체에 참여한 아동 등을 들 수 있다.

•  아동친화 공간과 안전한 지역사회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러한 공간의 안전성 확보와 

남녀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  아동과 함께 일을 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폭력을 금지하는 행동강령에 서명하고, 긍정적 훈육

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기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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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신체적 폭력 및 악습 예방·대응 전략을 긴급대응 
프로그래밍에 반영 

해당됨

(1)  ‘전략’과 ‘반영’은 
상황에 맞춰 결정함. 

2.  신체적 폭력과 악습 생존자를 위한 아동친화적 
대응이 실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비율 80%

행동지표 행동목표

3.  신체적 폭력과 악습에 대한 주요 메시지가 있는 
캠페인 개수

최소 1개

4.  아동보호에 관한 프로젝트 제안 중 해당 지역사
회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과 악습을 바라보는 
지역적 시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젝트 제안
의 비율 

100%

5.  통합지원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아동의 비율 20%

6.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증상과 이에 대한 비폭력적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부모 및 보호자 
비율

70%

지침사항

1.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

사회적 규범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행동 규칙이다. 악습이 사회적 규범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를 체벌 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처럼 여러 형태의 폭력이 사

회적 규범이라는 이름하에 용인되기도 한다.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폭력 유형도 있다. 

하지만,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분쟁과 반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

다면, 재난·위기 사태는 오히려 폭력을 낳는 사회적 규범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간

단한 질문을 통해서 특정 관습이 사회적 규범인지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나 가족

이 특정 행동을 할 때 당신은 그 행동에 동조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렇다”고 답을 한다면 “그들

도 당신이 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한다.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

면 그 행동은 상호간의 기대에 기인하는 행동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2. 조사 Assessments

조사작업은 신체적 폭력과 악습의 이면에 감춰진 동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조사를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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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에 아동이 맡게 될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여러 변화

로 인해 아동의 폭력 노출이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조사 대상에 서비스와 사례

의뢰체계현황, 다양한 연령별, 장애별 남녀 아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기준 4 참조).

3. 정보수집 Collecting information

신체적 폭력과 악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보고는 국내법을 따르되, 가능한 경우에는 기관 간 아

동보호관리시스템 IA CP IMS, Inter-agency child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규정을 따른다. 아동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초기조사작업 수행시 다음 사항에 대한 상시적 정보수집을 고려

해야 한다.

•  남녀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위험

•  장애가 있는 남녀 아동의 위험

•  남녀 아동 각각의 위험

•  남녀 청소년의 각각의 위험

•  남녀 아동에 대한 위험이 가장 심각한 경우, 이들을 그러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체

•  남녀 아동과 보호자의 위험 대처 능력

•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예방·대응 체계

•  생존자를 위한 건강, 심리사회부문, 안전/법 집행, 기타 법률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 남녀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4. 인식 Awareness

부모와 보호자는 신체적 폭력과 악습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안정을 증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가족, 아동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이들을 예방·

대응 활동에 참여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아동과 성인 모두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증상에 대

한 인식 제고와 이러한 증상에 대한 비폭력적인 대처 전략은 특히 중요하다(기준 3과 10 참조).

5. 지역사회 활동 Community activities

기존의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그 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 위원회나 감시위원회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폭력으로부터 남녀 아동을 보호하려는 명확하고 공통된 의지를 이끌어낼 토론과 대화를 활성화

해야 한다. 공동으로 대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홍보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

센 저항과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 활동의 계획

과 이행에 참여함으로써 남녀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얻고 불안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다(기준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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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뷰 Interviews

반복적으로 인터뷰나 조사를 받는 아동은 추가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만일 익명성이 지켜지

지 않으면 아동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폭력사례 대응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자간에 합의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합의서에는 일련의 지침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비

밀유지와 사전동의를 권장하고, 생존자(아동)의 희망사항과 권리,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보공유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기준 5 참조).

7. 젠더 성, Gender

젠더성는 신체적 폭력과 악습의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위험한 행동에 동조하는 남자 아동은 집단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소총을 구하기가 쉬운 환경에서 남자 청소년들은 1차적인 생존

자가 되거나 동시에 무장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자 아동의 경우 성폭력과 성적 착

취, 조혼이나 강제혼, ‘명예’와 관련한 관습 등 특정 악습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8. 프로그래밍 기회 Programming opportunities

재난·위기 시 시작된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아동

에 대한 폭력처럼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회적 규칙을 규정하기 위한 기

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기존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의 문화적, 사회적 규범과 사고방식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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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9
성폭력 Sexual violence

성폭력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인

척, 주변인,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행, 무력분쟁 중 발생하는 성폭행, 대가성 성관계, 장애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성매매 아동 갈취,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등이 있다. 재난·위기에 따른 혼란 

속에서 법의 지배력 부재, 정보 부족, 제한된 의사결정 권한의 제한과 의존성으로 인해 아동은 

쉽게 성폭력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성인에 비해 아동은 훨씬 더 쉽게 착취되고 강요당한다.

성폭력은 아동에게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분야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재난·위기 상황에서 예외 없이 발생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모

든 재난·위기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대응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명확한 확증 여

부에 상관없이 인도적 활동가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보

호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항상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잠재적, 혹은 실재

적 생존자에게 접근할 때는 전문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준

남녀 아동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연령별로 적합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안

전하고 즉각적이며 총체적인 대응이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가족(아동, 청소년 포함), 지역사회 지도자, 정부관계자의 견해와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방법을 이해한다.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재가동시킨다.

•  아동,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요 성폭력 예방 메시지를 확산시킨다.

•  관련 위험, 성폭력의 영향, 지원서비스,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이유를 포함해 남녀 성인과 모든 

아동의 성폭력 인식을 제고한다.

•  종교계, 지역사회 지도자와 함께 하는 토론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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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건강·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만은 반드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 법집행관, 보건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고, 성폭력에 대처하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을 위한 대응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  아동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보고·의뢰체계referrals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관

련 당사자에게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현황조사 결과를 제공한다(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

게 함).

•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교사,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핵심인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성폭력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강령(적절한 경우), 국가적·국제적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교

육을 군·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응활동

•  아동,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요 성폭력 예방메시지를 확산시킨다.

•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생존자를 돕기 위한 올바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필요하

다면 재가동시킨다.

•  지역사회와 협력해 관련 위험, 성폭력의 영향, 지원서비스, 성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이유를 포

함해 남녀 성인과 모든 아동의 성폭력 인식을 제고한다. 연령, 성문화, 환경에 적합한 메시지와 

정보를 활용한다(기준 16 참조).

•  서비스 전반적으로 연령, 성별, 문화적으로 적절한 보고경로와 행동방식이 지켜지도록 하고, 절

차와 규정에 따라 안전/보안, 존중과 비차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아동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아동친화적,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한다(의료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사례관리, 보호, 법률적 지원, 사회적 재통합 등).

•  안전문제 해결,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감소 측면

에서 여자 청소년을 지원한다.

•  거주형 보호시설 아동, 장애아동,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 노숙아동, 무장단체 참여 아동(과거 포

함), 10대 미혼모, 성폭행에 의해 태어난 아동, 매춘과 인신매매로 성적인 착취를 당한 적 있는 아

동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부정적 낙인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동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피해아동을 선별해냄으

로써 부정적인 낙인을 찍게 되거나 기밀성, 안전, 보안이 깨질 수 있다.

•  안전성, 위치선정 계획과 관련한 예방조치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옹호활동을 벌인다(예: 아동친

화공간 조성, 가정용 에너지(땔감)에 대한 안전한 이용 보장, 충분한 조명 제공, 과밀한 거주와 

아동과 비친인척 관계인 성인의 동거 방지, 식량·비식량 물품 배분 시 성적 착취와 학대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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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안전조치 이행, 남녀 각각을 위한 적절한 수의 화장실과 세면시설 건설).

•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책임당국과 협력하여 성폭력 가해자 파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의한 성폭력 사례의 경우 당국 모니터링·보고메커니즘MRM 전담팀과 유

엔 모니터링·분석·보고방식MARA에 보고한다. 성폭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규탄 대

상이 될 만한 6가지 심각한 침해 중 하나로 이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기준 6 참조).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성폭력에 대처하는 아동보호 프로그램 개수 국가별/상황별 산정 

(2)  연령/성별 적정 대응의 
정의는 상황에 맞춰 
규정함.

(5)  ‘확실한 연계’는 
국가별로 또는 
상황별로 정의하도록 
함.

(6)  문헌검토, 주요 
정보제공자 인터뷰,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수행가능. 

2.  보고된 아동 성폭력 피해 사례 가운데 연령별, 성
별로 적절한 대응조치(연령, 성별로 분류되어)가 
취해진 사례의 비율

100%

행동지표 행동목표

3.  프로그래밍 이전 성폭력(남녀 아동)에 대한 가족
과 지역사회 시각에 대한 철저한 이해

해당됨

4.  국제기준에 맞춰 개발되거나 개정된 정보공유규
정을 갖춘 아동보호프로그램의 비율(성차이에 의
한 폭력정보 관리 시스템, GBVIMS)

100%

5.  타 분야와 확실하게 연계하고 있는 성폭력 대처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비율 100%

6.  아동에 맞는 성폭력 대응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사, 법집행 관계자,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수 

국가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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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사항

1. 인식 Awareness

공무원, 지역사회, 가족,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이들을 예방·대응 활동에 참여시키

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들의 참여는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사례보고와 관련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지역사회의 참여가 생존자의 비밀보장과 생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

이 중요하다.

2.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성폭력 대처 시 사회복지사, 법집행관, 보건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대응에 관한 교육을 받을 필요

가 있다. 성폭력의 임상관리를 맡게 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진료·

치료에 익숙해지도록 특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기준 21 참조).

3. 구조적 차별 Structural discrimination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여자 아동은 성폭력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 남자 아동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소외와 오해는 장애아동을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부실한 서비스와 문화적 배척(금기)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은 특정 그룹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당부분 제한하기도 한다.

4.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여러 증거에 의하면 성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학교 포함)

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추천서 검증이 어려운 재난·위기 

시에는 그러한 현상이 특히 더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를 금지하는 

행동강령이 인도주의 활동가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드시 배포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인도

적 기관은 ‘엄중처벌무관용, zero tolerance’ 원칙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보고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기준 2 참조).

5. 조사 Assessments

조사작업에는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폭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아동 보호적인지 아닌

지)에 대한 현황파악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남녀 아동의 성폭력 노출 위험을 높이는 요소를 

구체화해야 한다. 위기의 영향,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구분, 업무량, 서비스 접근 측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성폭력 노출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분석 대상에는 무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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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의 관계,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땔감 또는 물 확보 경로(이동동선), 식량·비식량 물품 

배분, 수용인원을 초과한 난민촌, 가족분리/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이 포함된다. 아동보호 담당직

원은 성폭행 사례와 적절한 보호·의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행과 관련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6. 프로그래밍 기회 Programming opportunities

재난·위기 시 시작된 아동보호 예방·대응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 프로그래밍과 시스

템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성폭력 같은 아동에 대한 폭력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기존의 시스템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문

화적 규범과 사고방식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7. 정보수집 Collecting information

정보수집과 보고는 재난·위기 상황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규범, 그리고 가능한 기관 간 

아동보호관리시스템IA CP IMS, 성폭력정보관리시스템GBVIMS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8. 인터뷰 Interviews

반복적으로 인터뷰나 조사를 받는 아동은 추가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

례 대응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간에 합의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합의서에는 일련의 

지침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비밀유지와 사전동의를 권장하고, 생존자(아동)의 희망사항과 권리, 존

엄성을 존중하는 정보공유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9. 청소년 Adolescents

10~19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들은 연령상 또는 신체발달 측면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연령층이

다. 이들의 신체적·연령적 특성은 강간, 성적 착취, 조혼이나 강제혼, 의도하지 않은 임신 등 보다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노

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의 특정 필요(육아 의무, 집안 내 책임, 학습수준)를 고려한 

교내 서비스,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10.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UNAIDS(2006)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살면서 성추행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여성(여자 아동 포함), 지적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병원 이용 

장애인의 위험도는 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친화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

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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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0
심리사회적 고통과 정신적 장애 
Psychosocial distress and mental disorders

보건분야 기관은 정신건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 외의 원조기관은 ‘심리사회적 건강’

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

야의 활동주체가 하나가 되어 관련 지원 제공 시 다양하고 보완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경험한 대부분의 아동은 처음에는 사회적 관계, 행동, 신체적 반응, 감

정, 정신상태에 변화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면장애, 악몽, 위축, 집중력 저하, 죄의식 등의 반응

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소문과 믿을 만한 정확한 

정보 부족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재난·위기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의 주요 불안요

소로 작용하고,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한다.

기준

남녀 아동의 대응기제와 회복력을 강화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은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최대한 신속하게 기존의 정보에 대한 공동 검토작업을 수행하고 뒤이어 공동 현황분석과 추가 

조치를 취한다.

•  교육, 보호,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제공자를 포함해 모든 분야간에 조정과 사례의뢰체계

가 마련되도록 한다.

•  지역사회 기반 지원, 중점지원 및 전문서비스 측면의 기존 서비스를 정비한다.

•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 및 여러 다른 분야(물·공중위생·개인위생WASH 분야, 난민촌관리, 교

육) 관련 활동주체들이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교

육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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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  재난·위기의 영향을 받은 국가단위 활동가에게 심리사회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한다.

•  아동과 가족에게 심리사회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스트

레스 대처법에 대한 정보 제공, 아동을 위한 활동 수행).

•  일상생활 회복과 회복력 강화를 돕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포츠, 문화활동, 생활기술 등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조직한다.

•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를 위한 감시·사례의뢰체계를 수립하고, 보

건분야 활동가의 서비스 강화 활동을 옹호한다.

•  보호자의 아동지원 개선, 스트레스 해소, 기본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보호자를 지원한다.

•  아동보호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IASC 지침에 대한 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당 직원들의 지침 준수와 기관과 지역 파트너 간에 보고·의뢰 활동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아동 중 정신
질환과 심리사회적 고통이 기준치 대비 감소한 것
으로 보고된 비율

80%

(1)  대응조치 개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함.

행동지표 행동목표

2.  관련 활동가가 PFA 교육을 받은 인도적 대응 분
야의 비율 90%

3.  조사대상 정부기관 인도적 활동가 중 필요 시 어
디서 그리고 어떻게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웅답한 활동가의 비율

90%

4.  대상 지역사회 중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활동이 
최소한 O일(추후결정)에 한번씩 수행되고 이에 대
한 지원을 받는 비율 

국가별 산정

5.  조사대상 보호자의 최소 50%가 심리사회적 문제
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또는 상담을 받은 
지역사회 비율

80%

6.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IASC 지침
에 대해 교육을 받은 아동보호 활동가의 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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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사항

1. 다층적 지원 Multi-layered supports

정신건강·심리사회적 지원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아동을 비롯해 다양한 그룹의 필요

를 충족하는 보완적 지원형태를 띤 다층적 시스템 개발이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시스템상의 모든 

단계는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단계가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일단 기본적인 생존요구(음식, 주거, 물, 기본 의료지원, 전염병 통제)가 충족되면 안전과 보안이 

회복되고,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은 전문적인 지원이 없어도 평상시로 돌아가게 된다(1단계).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상실한 아동은 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보호요인 회복을 위해 특정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2단계). 3단계는 개인, 가족, 전문적인 지원 교육을 받은 활동가(준사회

적 활동가)의 단체행동과 같은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의 아동(성별에 따른 폭

력 피해아동이나 소년병에 징집된 경험이 있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

는 심리적 응급처치, 준사회적 활동가의 기본적인 정신건강 지원, 아동 또는 부모로 구성된 심리

사회적 그룹이 포함된다. 4단계 이전 단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아동은 재난과 상관없이 이미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가 재난이 발생하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1단계
                기본 서비스와 보안에 대한 사회적 고려

2단계
지역사회 및 가족의 지원 강화

3단계
비전문적 집중지원

4단계
전문화된 서비스

정신건강 전문가(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등)에 의한 정신건강 치료서비스

1차 진료기관 의사의 기본 정신건강치료 서비스
지역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정서적·실질적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원 
연령에 맞는 지원 공간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적합하며 존엄성을 
보호하는 기초서비스에 대한 옹호

개입피라미드 INTERVENTION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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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와 권한 부여 Child, famil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심리사회적 안정과 회복력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남녀 아동과 성인이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예: 인도적 활동, 나이가 많은 아동과 어린 아동과의 협업을 장

려하는 프로그램, 부모회의(위원회)에 참여).

3. 심리적 응급처치 PFA

심리적 응급처치는 심리적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사람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법이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인도적 활동가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로서 일종의 ‘심리적

경험보고’의 대안이다. 심리적 경험보고는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심리적 응급처치는 장기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다음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 안전함, 타인과의 유대감, 안정감과 희망을 느낌

•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 개인·지역사회 차원으로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

심리적 응급처치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겪은 뒤 그 여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과 성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겪은 모든 사람이 심리적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이를 원하는 것

은 아니다. 원치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이들이 손쉽게 지원을 받

을 수 있게 해야 한다.

4. 영유아기 Early childhood

유아기는 출생 전부터 초등학교 시절까지를 포함한다. 영양상태가 나쁜 아동,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아동, 그 외 위험아동군에 대해서는 아동발달 증진을 위해 심리사회적 자극 등 모-태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부모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지역사회 프

로그램, 모자보건 프로그램, 영유아발달 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영유아 프로그

램이 장애친화적이고 부모의 특정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정신건강 치료 격차 Mental health treatment gap

개발도상국 가운데 심리학자와 정신과의사를 위한 훈련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

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기관은 1차 보건의료센터에 전문가 교육 역할을 맡기

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WHO의 정신건강격차해소프로그램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me은 비전문적 의료서비스 분야의 정신적, 신경적 장애 및 약물사용장애 치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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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 Communities

아동이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네트워크나 관련 센터, 청소년·여성 네트

워크와 모임, 종교네트워크와 종교지도자, 놀이방, 장애인·아동 친화적 공간, 아동·청소년 클럽, 

공식·비공식 교육, 양육지원 그룹 등이 지역사회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7. 보호자 지원 Support to caregivers

아동의 부모, 조부모, 기타 보호자가 각자의 고통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양육능력을 회복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치유에 필수적이다. 건설적인 대응방법에 대

해 이해하기 쉽고, 문화적 측면도 고려된 정보의 이용을 돕거나 전통적인 추모행사를 열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도 심리사회적 치유에 유용한 조치다.

8. 복지 모니터링 Monitoring wellbeing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의 목표(생산성, 결과, 영향 등)를 정하는 데 프로그램 담당자만 참여하는 것

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혜자와 기타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심리사회적 안녕(안정) 지표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량적 자료(기존 설문지 활용) 

측정법과 정성적 자료(표적 집단 토론, 지역사회 내 주요정보제공자의 인터뷰와 관찰) 측정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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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1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징집과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관행에 대한 비판

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군대나 무장단체의 아동징집은 계속되고 있다. 남녀 

아동은 소년병, 스파이, 운반책, 정보원 역할을 하거나 성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악용된다. 군대나 무장단체와 연루된 아동은 엄청난 폭력에 노출된다. 때로는 강요에 의해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에 가담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학대, 착취의 대상이 되고, 강제로 마약을 

사용하게 되며 결국 손상을 입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에게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장애를 비롯해 신체적, 정서적인 영향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된다.

기준

군대나 무장단체에 의한 징집과 악의적 이용으로부터 남녀 아동을 보호하고 구제하며, 효

과적인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최대한 신속하게 군대나 무장세력에 속한 아동의 존재여부와 관련 사례 정보에 대한 공동 검

토작업을 수행하고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능한 무장해제, 동원해제, 

재통합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한다.

•  아동징집을 방지하고 군대나 무장세력에 아동의 참여를 조장하는 사회적 규범을 바꾸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사회, 가족, 청소년 단체와 협력한다.

•  국가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무장해제, 동원해제, 재통합 프로세스와 전략이 수립되도록 하고, 

아동의 특정 욕구와 권리가 고려되도록 한다. 재통합 프로세스는 가능한 관계당국이 주도해

야 하며 유엔기관, NGO,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의 전문성과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 또

한 위험에 처한 아동의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계획과 통합되어야 한다(무장세력과 연루된 적

이 있는 아동을 범죄행위의 가해자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이들과 다른 취약한 피해아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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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잠재적 갈등 예방의 견지에서).

•  아동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군대나 무장세력에 가담했던 아동의 신원파악과 재통합 프로세

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아동징집 및 이용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정책이나 국가·비국가적 주체에 의한 국가

적 이행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옹호하며 지지한다(아동이나 인도적 활동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수행이 가능한 경우).

•   아동징집, 이용/실종 사례, 군대나 무장세력의 활동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지역·국가 아동보호 및 아동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과 연계되도록 한다.

•  모니터링·보고(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612호에 의거 수립)를 수행하는 국가별 전담팀, 기

타 인원침해 감시·보고 체계, 생존자 대응·서비스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기준 1 참조).

대응활동

•  모든 프로그램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징집 및 이용, 군대나 무장단체로부터 

아동 해방, 아동의 사회 재통합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주체간에 조율과 협력을 촉진한다. 

이때 사례관리를 위한 표준 도구 개발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사회 단체, 학교, 청소년 단체와 협력하여 군대나 무장단체의 아동징집

이나 아동의 자발적 참여를 막아야 한다.

•  군대나 무장단체와 연루된 아동의 위험성과 가족의 분리로 인한 위험에 대해 공공캠페인을 벌

인다.

•  징집에 취약한 아동을 파악하고 지원한다(군대나 무장단체에 참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

안 제시).

•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생계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모든 아동에게 안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훈련된 아동보호 활동가가 군대나 무장단체와 연루된 아동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

세스를 개발한다.

•  필요한 경우 징집아동의 소집해제 옹호를 위해 군사·정치 관계자, 무장단체 지휘관, 민병대 

사령관 등과 지역사회, 국가, 지역 차원의 회의를 소집한다.

•  군대나 무장단체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남녀 아동(관계자의 자녀 포함)을 최대한 신속

하게 안전한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  가족추적 프로세스를 가능한 빨리 개시하고, 기존의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바탕으로 임

시지원, 의료서비스, 심리사회적 치료, 상담 등의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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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재통합 과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법이 취해지도록 한다.

•  손상이나 장애를 입은 아동이 적절한 의료지원, 돌봄, 후속조치를 제공받도록 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기준치 대비 현재 군대나 무장단체와 연루된 남
녀 아동의 수 변화 

감소

(2)  ‘효과적인 재통합’은 
국가별로 결정되어야 
함. 

 (3)  ‘공통합의’란 
보편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상황에 맞게 
정의될 수 있음. 

2.  군대나 무장단체에서 벗어난 남녀 아동 가운데 
가족,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재통합하거나 기타 
다른 형태로 통합된 아동의 비율

100%

행동지표 행동목표

3.  조사대상 지역사회 가운데 80%의 응답자가 아
동징집 예방·신고를 위해 공통으로 합의된 전략
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비율

국가별/상황별 산정

4.  모든 관련 주체가 동의하고 시행하고 있는 임시 
보호 절차의 존재여부

해당됨(O)

5.  조사대상 인도적 활동가 가운데 아동징집과 이용 
사례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활동가의 비율

90%

지침사항

1. 옹호 Advocacy

유엔의 고위급 관계자(인도주의 국가 지원조정관, 인도적 지원조정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를 비롯해 아동보호 기관은 아동징집과 이용이 금지 또는 불법화 되지 않은 국가의 정부가 해당 

법률을 개정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개정된 법적 의무조항이 국가·지역 차원에서 이행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지역 당국(가능한 경우 군대나 무장단체 포함)을 지원해야 한다. 모

니터링·보고메커니즘 국가별 전담팀에 의해 수립된 실천계획은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을 뒷받

침해야 하며 정부관계자, 군관계자, 군대나 무장단체 일원, 그 외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행동에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으로 정부의 입법·사

법·복지 체계상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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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와 가족의 인식제고 Making the community and families aware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아동이 스스로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지역사회와 가족의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 정보는 아동, 가족, 지역사회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관련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강제적, ‘자발적’ 징집을 통한 아동징집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 강조

• 군대나 무장단체에 징집된 남녀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요소 강조

• 징집 연령을 규제하는 국내·국제법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

• 교육과 직업훈련에 포함

• 징집의 위험이 특히 높은 남자 청소년 지원

•  징집과 군사적으로 이용(자발적이거나 강제적으로)되는 여자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성적 학대 

위험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오명과 정신적 외상 강조

•  지역사회을 위험에 빠뜨린 행동을 한 남녀 아동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음

을 강조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은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 공평성을 증진하고, 동

시에 낙인과 갈등을 줄여준다. 이때 핵심적 요소는 지역사회를 동원, 기존의 서비스와 지원 체계

를 강화하는 것이다.

3. 가족 분리 및 징병 예방 Preventing families from separation and recruitment

예방전략에는 첫째로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체계, 부모지원 그룹, 연령에 맞는 스포츠 

그룹 강화, 두 번째로 교육 및 생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세 번째로 위험 지역 지도제작, 마

지막으로 기존의 지역사회 조기경보 시스템 수립 및 강화가 있다.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과 그

룹은 가족과 분리될 위험이나 징집·재징집(자발적 또는 강제적)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해 잘 알

고 있어야 하며 아동보호와 발달을 증진하는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가

족의 결속력 유지를 목표로 사회적 지원 및 후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기준 16과 17 참

조).

4. 소집해제 Release

무력분쟁중이라 하더라도 군대나 무장단체에 의해 불법으로 징집되었거나 이용당하고 있는 모

든 아동은 가능한 빨리 소집해제되어야 한다. 소집해제는 임시적 또는 영구적 적대관개 해소, 공

식적 평화선포나 소년병의 투항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을 군대나 무장단체에 머무

르게 만드는 요인 (개인적 관계, 소속감, 이념, 소득, 자신의 지역사회를 지킴으로써 도움을 준다

는 자긍심)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모니터링·보고메커니즘 국가별 전담팀(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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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공동주최로 또는 유엔이나 가장 적합한 관련기관의 주도로 군대나 무장단체 지휘관과의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회의 주관기관은 군대나 무장단체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

며 전통적인 아동보호와 인권 분야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군대나 무장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아무런 진전 없이 오히려 남녀 아동의 

소집해제를 위한 토론의 중단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자간의 대화에 이어 관련 군대나 무장단체, 

아동이 이들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 아동을 징집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노력이 

있어야 한다.

5. 파악 및 확인 Identification and verification

지속적인 검사, 현황파악, 연령 확인을 통해 18세 미만의 징병 아동을 파악할 수 있다. 군인, 요리

사, 운반책, 전령, 스파이로 이용되는 아동과 성적 목적으로 징집된 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작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재통합 프로세스의 일환인 경우 군인

의 가족으로 여겨져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아동, 특히 여자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동이 군대나 무장단체에서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아동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해 

아동을 면담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 작업을 통해 아동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아동보호 주체나 기관에 대한 아동의뢰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적절한 사회재통합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6. 임시보호 Interim care

어떤 아동들은 곧바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가족추적에 성공한 아동을 임

시로 보호하여 이들이 일반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시보호조치하에 있는 모든 

아동과 자신의 지역사회로 복귀한 아동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적합한 심

리사회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기관 간 합의된 기준에 맞는 재통합 키트
kit가 제공될 수도 있다. 현금지원은 권장할 만한 지원형태는 아니다.

한편, 출신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복귀를 꺼리는 아동도 있다. 이들의 지역사회 복

귀를 촉진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는 중재와 옹호가 있다. 임시적 보호 시 적합한 서비스로는 생

활기술 교육, 레크리에이션 활동, 보충수업, 지역사회 내의 재통합 지원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

다. 하지만 임시보호 기간 연장보다는 아동의 신속한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서비스 제공에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임시보호 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일정 기간(예: 6주) 내에 

아동이 가족과 결합할 수 없을 때에는 위탁가정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다. 여자 아동 특

히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임신과 출산을 한 아동은 좀 더 특별한 욕구를 갖게 된다. 남녀 아동 모

두가 별도의 상담 시 자신의 욕구와 중요한 사항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자 아동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존 형식에 따라 담당센터를 기

획해야 한다(예: 남녀 세면시설 및 침실 구분). 모든 관련 직원은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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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 15 참조).

7. 가족추적 및 가족재결합 Family tracing and reunification

가족재결합에 앞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편견에 대한 두려움(여자 아동)이나 안전에 관한 

우려(남자 아동)로 인해 가족이 해당 아동을 거부하지 않도록 가족과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한다. 

과거 군대나 무장세력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남녀 아동이 가혹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와 재결합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재결합 이후에는 

추가 조사방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기록, 추적, 가족재결합 활동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중심, 

가족중심의 아동양육 및 아동보호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이 가족(친족 포함)과 재결

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형태의 가족중심 양육환경을 모색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아동이 집

안의 가장으로 여러 아동이 함께 사는 형태이고,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

러한 아동에게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기준 13 참조).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게 되

면 국가의 군 당국자가 서명하고, 국가보안군이나 지역당국을 비롯해 군대나 무장단체의 재징

집, 탈영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타 형태의 괴롭힘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명시

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국가간 가족추적 및 재결합 사례의 경우 공통전략 수립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8. 사회재통합 Reintegration

교육, 직업, 생계 훈련을 위한 개인별 지원과 의료, 심리사회적, 법률적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재통합 전략 역시 지역사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사회재통합전략은 아동의 강점과 회복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특정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군대나 무장단체에서 벗어난 아동을 지원(정기

적인 후속조치를 통해)해야 하고,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무력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입은 다른 아

동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 군대나 무장단체에 연루되었던 아동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보복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기존의 보호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군대나 무

장단체 관련 아동 파악을 계속하는 것은 수치심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군대나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과 무력분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에 

대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의 재통합으로는 평화구축 활동, 게임과 스포츠,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제고가 있다. 아동과 가족이 동의한 경우 종교의식이나 마음의 정화와 치유를 

위한 전통의식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민간인의 삶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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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족의 준비 Family preparation

가족추적에 성공한 다음에는 조사작업을 통해 가족 재결합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거 군대나 무장단체와 관련된 아동의 사례는 별도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아동의 재결합 준비에는 차별, 공격, 추가 징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요구되는 지원을 위한 관련 지역사회 당국, 기존의 복지시스템, 기

타 기관 및 지역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지원과 후속조치가 반드시 제공

되어야 한다. 후속지원이 아동의 가족에 제공되는 경우 주변 지역사회의 필요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일정 기간 내에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하거나 재결합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대안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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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유해노동 등)

아동노동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반드시 근절할 
필요는 없는 
활동들

긴급한
사안으로써
근절

근절

기준 12
아동노동 Child labour

아동노동은 용인할 수 없는 노동형태다. 아동은 노동의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성장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취업 최저 연령(일반적으로 15세)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는 

일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적 안녕에 해가 된다. 상당수의 아동노동

자는 강제·채무 노동, 무력분쟁에 이용,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불법행위나 아동의 건

강, 안전, 도덕성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타 행위 등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WFCL의 생존자

가 된다.

재난·위기 상황에서 생계수단의 상실, 집안의 가장 역할, 교육기회를 상실, 가족분리와 피난 등

의 상황에 처한 아동은 아동노동(특히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더욱 더 취약해진다.

재난·위기는

• 최악의 아동노동의 전반적 발생률을 높인다.

• 새로운 최악의 아동노동을 발생시킨다.

• 노동아동이 더 위험한 노동을 하게 한다.

•  일거리를 찾아 아동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착취를 당하는 일을 할 위험

을 제공한다.

재난·위기 시 아동보호 대응은 가능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아동노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복잡성을 감안해 대응조치는 재난·위기와 관련된 노동이나 재난·

위기로 인해 더욱 심해진 노동부터 시작해 최악의 노동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좋다. 이미 진행중

인 국가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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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는 근절해야 할 아동노동 형태지만 아동의 생산활동 분야에 포함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최악의 아동노동은 유해노동이다. 기타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는 강제·채무 

노동, 무력분쟁에 이용, 성적·경제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불법노동행위가 있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의 유형WFCL, 분야, 규모, 근본원인 측면에서 현재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에 대한 정보와 과거 인도적 지원활동의 교훈, 그리고 재난·위기에 의해 발생되고 심화되는 유

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문헌검토를 실시한다.

•  노동법, 유해 아동노동의 공식적인 목록, 최악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가 이행계획 등 국내 

법률·정책 체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  노동부, 교육사회부, 노동단체, 근로자 단체, 민간사회 등 아동노동 근절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주요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권한, 정책, 프로그램, 역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관련 인도적 활동가와 개발 이해당사자를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 기회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대응활동

•  당국, 지역사회, 부모,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와 관련된 위험성과 최악

의 아동노동 형태로부터의 아동보호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난·위기가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의 규모

와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로 심층연구를 수행한다.

•  재난·위기 시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 수립과 실행에 있어 국가차원의 핵

심 이해당사자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가능한 경우 기 수립된 아동노동 국가운영위

원회 활용).

기준

남녀 아동은 최악의 노동형태, 특히 재난·분쟁과 관련된 노동, 재난·분쟁에 의해 더욱 가혹

해진 노동형태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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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침 및 교육을 제공하여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대한 대응이 

아동보호, 교육, 사회적 보호, 경제회복 분야를 비롯한 인도적 개입의 일환이 되도록 한다.

•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대한 인도적 대응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주의 기관 등 이해당사자와 협력한다.

•  유해한 아동노동 형태의 최신 목록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정부(지역·중앙 정부)가 재

난·위기 영향 지역에서의 유해노동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선적인 조치대상

으로 삼도록 제안한다.

•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사례의뢰체계를 수립하여 기존의 아동보호 사

례의뢰체계와 통합한다.

•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련성이 있거나 관련될 위험이 있는 취업연령 아동(보호자 포함)이 

생계수단이나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서 벗어난 아동 중 성별, 
연령별로 구분되어 적절한 시기에 사례관리 조치
가 취해진 아동의 비율

국가별/상황별 산정 

(1)  ‘적절한 시기’는 국가별, 
상황별로 결정하도록 
함.

(3)  위험에 처한 자는 
국가별, 상황별로 
규정하도록 함. 

2.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련된 아동 중 적절한 
지원을 받은 아동의 수

국가별/상황별 산정 

3.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련될 위험이 있는 아
동 가운데 적절한 지원을 받은 아동의 수 

국가별/상황별 산정 

행동지표 행동목표

4.  아동보호 사례관리 시스템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
태 고려사항 포함

해당됨

5.  아동보호 커뮤니케이션, 옹호전략 및 도구에 최
악의 아동노동 형태 포함

해당됨

6.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위
험이 있는 아동 중 경제회복 개입조치가 취해진 
아동의 수 

국가별 산정

7.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위
험이 있는 아동 중 교육적 개입조치가 취해진 아
동의 비율

100%

8.  최악의 아동보호 형태의 위험과 영향에 대한 정
보캠페인이 전달된 지역사회 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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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사항

1. 주류 인도적 개입조치로의 아동노동 문제 편입 Mainstreaming into humanitarian interventions

아동보호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와 활동이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예방과 대응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속조사 rapid assessment에는 최악의 아동노

동 형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과 옹호활동에서는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가 다뤄져야 한다. 사례관리 시스템은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와 연관된 아동이 사례관리 시스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체계의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대처활동에 대한 지

원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회복 개입과 교육적 개입이 재난·위기 시 최악의 아동노동 형

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야 한다. 이때 아동보호 활동가는 교육상태와 최악의 

아동노동 행태 근절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

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육 제공자는 노동아동 파악, 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호자가 한 명인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 중 최고 연장자가 아동인 가정에게는 ‘고용지원 제도for-

work schemes’와 함께 아동 및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유해노동 Hazardous work

‘유해노동 목록’을 마련해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금지할 노동형태를 규

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는 고용자·근로자 단체,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유

해노동 목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경우 재난·

위기는 아동보호 기관으로 하여금 정부를 도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위기·재난 영향 지역에서 유해한 일은 무엇인가?’ ‘유해 노동 장소는 어디인가?’ ‘가장 우선적으

로 취해져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아동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

동뿐만 아니라 인식제고 및 훈련활동을 이끌 수 있다.

3. 특별 지원이 필요한 아동 Children who need targeted help

최악의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최

악의 노동형태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제

182조는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강제·채무 노동, 성적 착취, 불법노동

행위) 네 번째 형태(아동에게 유해한 노동)는 국가 유해노동 목록에서 규정하게 된다. 아동이 최악

의 형태의 노동을 하게 만드는 위험요인은 국가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4.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모니터링·사례의뢰체계 WFCL monitoring and referral system

최악의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파악하는 것은 노동사찰단, 경찰, 

사회복지 서비스 등 정부 집행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지방이나 비공식 기업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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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국가는 사찰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동노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역사회를 통해 아동노

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침에 따라 아동을 학교 및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재난·위기 피

해지역에 아동노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면, 아동보호 기관이 정부기관 파트너(노동부, 교육

부, 사회복지부) 및 민간분야와 직원노조와 협력해 모니터링 주체, 사례관리 방법(보고·의뢰 계획 

등), 정보와 사례보고 보관 장소를 규정한 지역 아동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

한 지역 아동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의 아동보호 사례의뢰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5. 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 Support provided to children

행동 방침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강제·채무노동, 불법 행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18세 미만)은 

즉각적으로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례관리 조치와 학습기회 접근성과 함께 경제적 문

제를 해결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유해노동(장시간 노동,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노동, 화학물질이나 무거운 것을 다루는 노동 등)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취업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은 해당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야 

하며 학습기회를 제공받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유해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취업 최저 연령 이상의 아동은 해당 위험상황으로부터 분

리하거나 위험수준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 이후 계속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  최악의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은 학습기회 제공 및 경제

적 문제 해결 등 유사한 방식으로 대처한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116

기
준

 1
2

참고문헌

•   ILO (2009). Safe Work for Youth Toolkit

•  ILO/UNICEF (2005). Manual on child labour rapid assessment 

methodology

•  ILO (2012). The tripartite process of determining hazardous work of 

children. Guide for facilitators

•  ILO (2010). Supporting Children’s Rights through Education, the Arts 

and the Media (SCREAM): A Special Module on Child Labour and Armed 

Conflict

•  ILO (2005). Guidelines for developing child labour monitoring (CLM) 

processes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1989)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0)

•  Convention on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1973)

•  Convention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117

기
준

 13

기준 13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본 기준은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 관한 기관 간 지침Inter-Agency Guidelines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UASC)’과 ‘아동의 대안적 돌봄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을 기초로 하여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A는 재난·위기 시 보호자나 가족과 

헤어진 아동의 신원확인과 등록, 문서화, 가족추적, 보호자와의 재결합에 초점을 두고 있고, Part 

B는 재난·위기 이후 아동이 필요로 하는 임시적·대안적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기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나 마찬가지다.

분쟁, 재난이나 인구이동 또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부모와 가족과 분리된 아동은 재난·위기 

시 폭력, 학대, 착취, 방임에 취약해진다. 이러한 아동은 가족의 돌봄과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가족분리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안전한 곳으

로 피신하는 과정이나 공격을 받는 도중 또는 집단 이동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아동을 위탁했을 수도 있고,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의료서비스가 제

공되는 동안 보호자와 분리될 수도 있으며 부모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느라 홀로 남겨진 아동을 

다른 가족이나 인도적 활동가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에게 버려졌거나 가족을 모두 잃었

을 수도 있고, 납치를 당했을 수도 있다. 가출아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추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아야 한다. 분리된 아동

을 절대로 ‘고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분리된 아동separated children이란 부모 모두와 헤어지거나 법적 보호자나 주보호자와 헤어진 아

동으로서 친척과 헤어진 경우는 분리아동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성인 가족구성원과 함

께 있었던 아동도 혼자가 된 경우 분리아동으로 볼 수 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unaccomopanied 

children이란 부모 모두 또는 친척과 헤어진 아동 혹은 법적, 관습적인 아동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

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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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요활동 - 신원확인, 문서화, 가족추적, 
재결합

대비활동

•  가족분리 예방·대응 등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권한 및 절차 관련 

국가적 법률체계와 지역사회 시스템을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기

존 체계와 시스템을 적절히 강화한다.

•  가족재결합 관련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관리운영규정SOP을 개발한다. 해당 운영절차에 보호·의뢰 및 정보공유 방법, 지역

사회 구조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한다.

•  기관 간 아동보호정보관리시스템IA CP IMS을 고려하여 가족추적과재결합 FTR 공동(분산형)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기관 간 합의된 등록양식을 검토하고, 지역적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한

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언어(다국어)로 된 양식을 준비한다.

•  지역의 면담 담당관interviewer, 직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관련 공무원을 파악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한 기관 간 지침, 연령에 맞는 아동 면

담 방법,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양식 작성 및 관리를 위한 후속절차에 대해 교육과 조언을 제공

한다.

•  직원 교육이 완료된 파트너 기관의 관련 양식 사본을 제공한다.

•  가족 및 지역사회 핵심인물과 협력하여 가족분리 관련 자료와 도구(안내책자, 스티커, 실종아

동을 위한 상담전화, 라디오 캠페인 등)를 디자인하고 아동, 가족, 인도적 활동가들에게 참고해

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린다(기준 3과 16 참조).

•  가족추적과재결합 FTR 용품 키트를 비축한다.

•  가족재결합 국내·해외 파트너를 파악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관할지역 및 역할 분담 계획을 수

립한다. 이때 국제적십자위원회(해당국가의 경우)와 적십자·적신월사의 참여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기준

가족분리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아동의 특수한 필요와 최선의 이익에 맞춰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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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  가족 분리의 범위, 원인, 위험성을 조사한다.

•  접수·도착실이나 병원에서의 이동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입원 아동이나 부모와 동행한 아동 모두가 성명 및 기타 신원정보가 적힌 팔찌를 부착하

도록 한다).

•  일주일 이내에 관련 정부기관 및 아동보호 단체(유사기관 포함)와 표준 등록양식에 합의하고 

가족재결합을 위한 운영절차의 초안을 작성한다.

•  일주일 이내에 정보공유, 지리적 및 기능적 소관지역에 관한 시스템 및 절차를 포함해 기본적

인 정보 및 사례관리 시스템 사항에 합의한다.

•  등록장소, 각 마을 방문조사, 구호물품 배분과정, 병원과 보육시설처럼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

된 아동이 위치하는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선

제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  활동을 수행할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를 교육한다.

•  분리아동과 실종아동을 둔 부모의 등록, 정보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소를 신속하게 마련

한다.

•  분리아동과 실종아동을 위한 사례의뢰체계를 수립하고, 가족재결합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와 가족의 인식을 제고한다.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들이 원조 및 보호 절차에서 우

선시되며 공평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의 안전과 복지상태를 정기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시스템을 

수립한다.

•  가족추적과 재결합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충분한 수의 인원과 적절한 장비(카메라, 컴

퓨터, 프린터, 자물쇠가 있는 서류보관함, 이동수단)가 갖춰지도록 한다.

•  아동, 가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가족추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  의도치 않게 가족의 아동 방임행위를 조장하거나 고의적으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상황으로 

아동을 내몰 수 있는(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특별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한다. 타분야(보건, 영양, 물·공중위생·개인위생WASH, 난민촌 관리, 원

조물품 배급, 공공정보)의 활동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발적·우발적 가족분리가 야

기되지 않도록 협력한다(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가정은 특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

음).

•  분리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추적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아동에 대한 돌봄 형태가 적절한지와 아

동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평가하고, 아동의 임시환경, 보호, 복지상태에 대한 정기

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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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추적에 성공한 뒤에는 아동과 가족 내 성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성인이 적절한 돌

봄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아동이 원하는 바와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

지 파악하고, 일반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아동을 맞

이할 가족에게 제공한다. 아동과 보호자는 서로 준비가 된 다음에 재결합을 해야 한다.

•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이 돌봄과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후속조치가 시의 

적절하게 취해져야 한다. 친인척과 재결합한 모든 아동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것으로 믿어서

는 안 된다. 보호 형태가 아동에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

루어져야 한다.

•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거나 친척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경우 아동 보호책임을 맡을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책임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또한 1인 이상의 지역 지도자가 

해당 아동의 안전·복지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해당 지도자는 문제 발생 시 아동보호 및 

양육 주관기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B. 주요활동 - 대안적 돌봄 Alternative care

대비활동

•  비상대책을 통해 기존의 위탁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위기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돌봄 대체수단과 관련된 국내법, 정책, 지침 등을 파악하고 이를 보급한다.

•  정부와 시민사회 내에서 아동양육의 대체수단과 관련한 주요 국가적 활동주체, 이들의 현재 

역할 및 활동을 파악한다.

•  가족중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서비스care service를 제공하는 전통체계

를 파악한다.

•  아동의대안적돌봄을위한지침Guidelines on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

안적돌봄툴킷Alternative Care Toolkit을 도입한다.

•  지역 역량(정부포함)을 지원·강화하고, 임시·대체적 아동보호care의 계획, 관리, 제공을 주도

할 주요 기관 및 관련자의 역량을 지원·구축한다.

•  현 임시보호care 구조와 체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의 욕구 충족

에 적합한 구조나 체계를 선별한다.

대응활동

•  수요조사에 아동의 생활 환경, 지역사회 구조와 시스템, 이용 가능한 여러 대안적 보호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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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킨다(기준 4와 5 참조).

•  지역 활동주체와의 협의과정에서 특정 취약가족 집단에 대한 특별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가족

분리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수립한다. 

기존의 보호자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한 경우 특정 물질적 지원이나 식량지원을 통해 안전한 

가족재결합이 가능한지 조사한다.

•  아동의대안적돌봄을위한지침(‘긴급구호활동 시 아동보호emergency care’ 참조)과 대안적돌봄

툴킷에 맞춰 양육서비스care service를 지원하고 개발한다.

•  위탁가정, 위탁시설 등 아동 보호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들 시설로 인해 아동방

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대안적 돌봄이 절실한 아동이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조치를 취한다.

•  아동, 아동의 가족 및 아동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임시·대

안적 돌봄을 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  임시·대체 돌봄을 받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한 12주마다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

•  아동의 가족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을 추적할 방법을 모두 시도해보기 전까지 그리고 

가족추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BID 지침은 2년을 권장)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절대로 아동의 대안적 돌봄 형태를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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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불필요한 가족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시스템과 감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음

해당됨

(3)  ‘적절한’과 
‘안전한’ 측면은 
국가별, 
상황별로 
결정하도록 함.

(9)  ‘적절한 
임시보호 
서비스’는 
보호툴킷

(ACE)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로

결정할 수 있음. 

2.  가족추적을 위해 등록된 아동 가운데 가족과 결합하여 6
개월 이상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아동의 비율 90%

3.  등록된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가운데 적절하고 안
전한 양육환경하에 있는 아동의 비율

국가별/상황별
산정 

행동지표 행동목표

4.  재난·위기 발생 1주일 이내에 등록양식, SOP, 정보, 사례
의뢰 및 관리체계가 조정작업을 거쳐 마련됨

해당됨

5.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가운데 보호자와 재결합한 
아동의 비율 90%

6.  정보등록과 수집, 신속하고 적극적인 가족 및 친인척 추적
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

해당됨

7.  보호자와 재결함 후 1달 이내에 최소 1회의 추가 조사방문
을 받은 아동의 비율 100%

8.  등록된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가운데 적절한 임시·
대체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 100%

9.  장기 대체보호 서비스를 받는 보호자가 없는 등록아동 가
운데 최소 월1회 모니터링 방문을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 90%

지침사항

1. 초기대응 First days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의 상황을 조사하고 재난·위기 발생 후 첫 48시간 이내에 공동대응

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가족 재결합 지원과 가능한 경우 즉각적인 임시 보호조

치를 구성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인도적 활동가들은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정부기

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지역사회 및 서비스 내에 업무담당관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상황에 따라 보호자에게는 아동 곁을 지키고 가족을 잃은 아동을 계속해서 보살펴

야 한다는 내용이나 아동보호 전담기관에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의 등록을 권고하는 내용

이 담긴 메시지를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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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차원에 아동분리 예방 Preventing separation in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가족분리의 원인에 대한 지역사회 조사에서부터 가족분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존 구

조의 강화노력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는 ‘미아발생’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재난·위기 발생 직후부터 제공받아야 한다(예: 영유아 이름표 부착, 아동에게 가족확인에 필요한 

주요 정보 및 위기 시 만날 장소 알리기). 인도적 활동가들은 인도적 지원 제공 시 또는 주민의 이

주(대피)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결속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보호 기관의 임시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분리아동 등록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아

동보호care 형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보안조사 관

련 기관과 협력하고, 평가절차 과정에서 가족의 결속력이 유지, 강화되도록 한다.

3. 조정 Coordination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위한 효과적이고 보호적인 프로그램 대응을 촉진하는 데는 강력

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조정작업은 기존의 아동보호 체계에 기초해 모든 관련 정부기관과 

국내·국제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조사, 등록기준, 서류양식 조정, 역할 및 의무 규정,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의 작업을 위한 관리운영규정SOP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가족추적

과 재결합, 임시보호조치 제공은 기존의 법률 체계에 맞춰 수행되어야 하고, 법이 정한 의무이행

자statutory duty bearers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적십자·적신월사는 무력

분쟁 상황에서 또는 국경을 초월해 가족을 추적할 권한이 있다. 국가간 난민 아동의 가족재결합

은 유엔난민기구UNFCR와의 긴밀한 공조와 최선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고국으로 돌아

가는 난민아동의 경우 특정 절차와 고려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신원확인 Identification

만일 가족분리가 조사과정의 문제로 판명되면, 등록 대상 아동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재난·위기의 규모와 관련 기관들의 역량에 따라 우선은 보호자가 없는 아

동에 집중을 하고, 분리된 아동 가운데 현재 지인(성인)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의 신원확인과 서

류작성은 잠시 보류해야 한다. 관리운영규정SOP 수립 시 기관 간 신원확인과 의뢰체계를 가장 먼

저 수립해야 한다. 난민촌 입구나 등록처, 의료시설, 급식센터, 도시지역의 시장주변, 보육시설, 수

감시설 등 주요 지역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주체들을 파악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난민촌 관리, 배분, 등록 담당직원과 협력해 가족 구성원

의 연령을 모두 기록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아동, 최고 연장자가 아동인 가정, 소년소녀가정(보호

자가 없는)을 모두 파악함으로써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확인해야 한다. 분리아동의 별

도 수용에 대한 부담이나 우려가 지역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아동 파악의 중요성과 목적을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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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과 문서화 Registration and documentation

등록은 아동의 기본자료를 기록하는 일이고, 문서화는 가족추적, 아동의 양육·보호 필요 확인, 

사례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작업이다. 등록과 문서화는 동시에 진행이 가

능하고, 문서화의 경우 아동과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

동의 등록 및 가족추적 요구를 기록하기 위한 공통 양식은 IAWG-UASC에서 승인이 되었다. 필

요한 경우 이러한 양식은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조정메커니즘’에 의해 상황에 맞게 조정

할 수도 있다. 등록과 문서화 작업은 아동이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추가적인 가족분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받은 직원이 수행해야 한다. 아동이 믿을 만한 성인의 보호하에 있는지

와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지를 등록 및 기록양식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등록작업을 수행

하는 직원은 해당 아동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아동의 분리 여부를 명

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모든 정보를 반드시 문서화하고, 영유아를 데려온 사람이

나 아동의 동반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실종 아동

을 찾고 있는 가족을 대신해 실종아동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6. 기관 간 아동보호정보관리시스템 IA CP IMS, Inter-Agency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관 간 아동보호정보관리시스템IA CP IMS은 재난·위기 시 사례관리 지원에 이용되는 정보 관리

를 위한 기준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IAWG의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양식, 정보공유 및 자

료보호 절차,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침과 훈련 매뉴얼을 제공한다. 기관 간 

아동보호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을 통해 가족추적 활동에 도움을 준다.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한 정보 기록

•  사례담당자 또는 지역별 조치 목록 분류

•  사례별로 취해지는 조치 파악(추적)

•   미실행 조치 파악(표시)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과 등록된 실종아동 교차확인

•  지역간, 기관 간 사례정보 공유 지원

또한 기관 간 아동보호정보관리시스템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아동보호 추

세를 분석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내에 데이터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사례 

담당자와 데이터 담당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7. 가족추적 Tracing

가족추적은 아동의 우선적인 법적 보호자, 기존 보호자, 기타 가족구성원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 

추적의 목적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흔히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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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가까운 친인척과 재결합하는 것이 바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부

모의 입장에서 아동을 찾는 것도 가족추적에 해당된다. 가족추적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방

면으로 진행된다. 추적에 사용되는 방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의 위험 분석을 기초로 

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라디오 방송, 인터넷, 지역사회 회의, 포스터, 사진게시판 등을 통해 

대규모 추적활동을 할 수도 있다. 사례별 추적의 경우 사례 담당자가 출생지나 가족분리 발생지

에서 가족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 각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인구등록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찾을 수 있다. 확대가족 시스템extended family system이나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네

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추적작업이 가능하다.

8. 검증 Verification

검증이란 주장관계의 사실여부를 알아보고, 아동과 해당 가족구성원의 재결합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 요건을 조사하고 아동이 잘못된 사람에게 인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관계검증은 아동과 가족구성 양측 정보의 비교확인을 통해 이루어진

다. 영유아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특히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동과 부모가 재결

합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행동계획이 수

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이익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가족 내에서 해당 

아동의 이력이나 가족분리의 원인에 따라 아동과 가족구성원간에 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중재 

또는 부모나 성인이 된 형제와 재결합 혹은 친척에게 위탁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

는지 확인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9. 가족재결합 Family reunification

가족재결합은 장기적 보호 (재)구축을 위해 아동과 가족 또는 기존 보호자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다. 아동, 가족, 지역사회는 아동의 복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기준 15 참조). 아동과 가

족의 재결합은 국가의 법적체계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기관 간에 모든 물질적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간 가족재결합은 국

제적십자위원회(해당국가의 경우)와 적십자·적신월사를 통해 그리고 난민의 경우 유엔난민기구
UNHCR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0. 후속조치 Follow-up

장기적인 가족분리, 분쟁이나 장기적인 빈곤으로 인한 가족의 환경변화는 가족재결합 과정에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후속조치의 규모와 형식은 각 아동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동

이 가족과 분리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부모 외의 사람과 재결합하는 경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기준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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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족결속 유지 Preserving family unity

식량, 주거지, 교육, 생계수단 부족은 아동이 가족의 곁을 떠나거나 보호자의 아동방치 또는 아동

보호의 책임을 관련 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떠넘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동을 다른 가족(친가외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아동은 군대나 무

장단체의 징집, 인신매매나 노동착취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동보호 기관은 다른 인도주의 

분야와 협력해 분리 위험에 있는 가족이 기본 서비스, 사회적 보호, 생계수단 보호지원을 받고 이

를 통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주형 보호시설은 가족분리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단기적인 대안적 돌봄방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12. 임시보호 Interim care

임시보호란 가족추적과정에 있는 분리아동에 대해 보호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공되는 보호

조치다. 아동보호 기관은 구호활동 시 가족중심의 대체보호 서비스 지원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

다. 친족위탁이나 약속된 기간 동안 아동을 위탁할 지역사회 내 보호자 파악, 검사, 지원 등 자발적

인 비공식 보호방식을 프로그래밍에 포함할 수 있다. 공식적인 위탁보호시스템이 있는 경우 프로

그래밍은 해당 시스템의 확대 및 강화를 지원하면 된다. 가능하다면 아동은 출신 지역사회 내에서 

친형제와 함께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보호시설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족분리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에 쪼들리거나 압

박이 심한 상황에서는 아동위탁 방법으로 위탁가정보다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아동보호시설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호시설이 최소한의 아동보호 기준과 확실한 

보호절차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보호시설은 가족기반 보호조치가 수립되는 동안에 한

하여 임시적으로 아동을 보살펴야 한다. 임시보호조치 하에 있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후속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위탁양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의 보호·복지 상태를 모

티터링해야 한다. 십대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정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13. 장기적 대체보호와 입양 Alternative long-term care and adoption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이 불가능하거나 재결합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장기적으로 아동을 보살필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최적의 장기적 보호방법을 결정하기 위

한 검토과정 없이 아동을 임시보호시설에 무기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신

뢰할만한 절차를 통해 장기적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요구, 이용 가

능한 선택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아동에게 가장 이로운 돌봄 

방식은 바로 영구적인 가족의 돌봄(양육)이다. 장기적 대체보호 방법으로는 입양, 청소년의 지원

형 독립생활, 공식 양육시설 위탁 등을 들 수 있다. 입양은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이 있고, 법률체계

를 통해 법적 지위가 영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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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doption (HC-93)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입양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공해준

다. 우선적으로 가족추적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가족추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거나 국내적으로 

안정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국가간 입양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보호 기관은 관

계자 또는 관련단체가 HC-93에 명시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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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4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 Justice for children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는 아동이 민사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법체계

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피의자, 생존자, 증인, 법적 수혜자 등 법적 위치에 상관없이 사법체계에 

들어온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역량 사법체계에 확보되어 있어야 함을 인정하는 용어다.

재난·위기 상황으로 인해 아동은 가해자, 생존자, 증인으로 또는 복합적인 이유로 사법체계를 접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사법체계는 법원, 경찰, 교정시설(교도소)과 함께 전통·관습법하

의 활동주체 등 비공식적(비제도권)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위기로 인해 사법체계를 접하는 아동의 위험성과 요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불법(임의)체포와 자유 박탈

•  고문이나 기타 가학행위

•  군대나 무장단체(조직 폭력배 포함)에 의한 인신매매 또는 징집

•  인권침해 및 인도주의법 위반

•  가정·지역사회 내(IDP, 난민촌 및 학교, 교회, 사회복지 시설 등 난민기관 포함)의 폭력

•  입양착취Exploitation for adoption

•  생존을 위한 아동노동

•  상속 및 후견인

‘청소년 사법 juvenile justice’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을 접하게 되는 아동을 위한 시스템이다. 재난·

위기 사태로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임의 체포와 구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금과 정식재판은 최후의 수단이 되

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우회diversion조치나 다른 대체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우회’라 함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아동의 사건을 여러 절차, 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비사법

기관이 맡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사법절차와 범죄기록(전과)의 부

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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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대비활동

•  경찰, 검찰, 법원에 아동 전담팀과 변호인단, 우회시스템, 신속 법적절차뿐만 아니라 아동 친화

적 법정과 경찰서 내 아동을 위한 공간 조성(강화)을 지원한다.

•  경찰, 아동전담부서, 보호관찰관, 보건활동가, 사회복지사, 변호사, 판사, 아동보호 문제를 다루

거나 정기적으로 아동과 접촉하는 비공식 사법시스템 관련자의 역량구축을 지원한다.

•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 여성 경찰과 여성 법관이 포함되도록 지원한다.

•  전통적인 사법체계 등 기존의 사법체계의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와 심각한 보호격차를 파악한다.

대응활동

• 구금상태에 있는 모든 아동과 이들의 소재, 상황, 처우를 파악한다.

•  사법체계에서 발생하는 아동 권리 위반유형을 기록, 분석하고 긴급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

•  아동을 위한 정의실현 프로그램, 다양한 관련기관, 관계자 현황을 파악한다(비공식적 체계 포함).

•  인권, 사회심리, 의료,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파

악된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한다.

•  불법 구금 아동,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된 아동의 석방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  공식 시스템이 붕괴된 경우에는 지역사회 기반 해법을 권장한다.

기준

생존자, 증인,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체계를 접하게 되는 모든 남녀 아동은 국제기준에 부합

하는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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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최근 3개월간 아동 구금 사례의 수 국가별 산정

(3)  ‘아동친화적 절차’는 
국가별로 결정이 
가능함.

2.  평균 구금기간 국가별 산정

행동지표 행동목표

3.  경찰과 대면한 아동 가운데 아동친화적인 절차가 
적용된 아동의 비율 80%

4.  법정에 서게 된 아동 가운데 아동친화적인 절차
가 적용된 아동의 비율 80%

5.  법적인 문제를 겪는 아동 가운데 공식 사법시스
템으로부터의 우회조치가 적용된 아동의 비율 80%

6.  통합지원팀의 도움을 받은 아동 사례의 비율 80%

지침사항

1. 자유의 박탈 Deprivation of liberty

자유의 박탈이란 모든 형태의 구금과 감금, 개인을 공공·민간 구금시설에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

다. 구금장소로는 경찰 유치장, 감옥, 군대 구류시설, 이민구금시설, 복지센터, 교육시설 등의 공

식적 구금시설이나 일반인과의 격리를 목적으로 임시로 이용되는 시설을 들 수 있다. 국제기준

에 의거 청소년의 자유 박탈은 최후의 조치로써 제한적인 경우에 최소한의 기간 동안 취해져야 

한다. 또한 자유 박탈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 박탈 조치

에 의존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등의 우회적 방법이나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일반 안전조치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구금된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 측면에서 최

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아동이 체포된 직후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보

•  남녀 아동, 성인, 소수인(미성년)을 각각 구분하여 연령, 성, 장애, 특정 요구를 고려하여 구금 

체계 조정

•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외부와의 연락, 개인 변호사, 의료진, 가족의 방문 등 외부

와의 접촉을 구금기관이 허용하도록 함

•  일과에 여가활동, 외출, 교육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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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 상황 시 ‘행정적 구금 administrative detention’을 통해 군대나 무장단체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아동과 같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동을 구금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적 

구금조치는 학대와 착취의 위험이 있는 아동, 거리를 떠돌며 노숙과 구걸을 하는 아동, 반사회적

인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취해지기도 한다. 이에 반해 형사적 구금에 대한 결정은 판사나 

법원이 아닌 행정부와 연계된 단체 또는 전문가가 결정한다. 이러한 구금형태에 항의하는 절차

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금조치 심리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재난·위기 시에는 ‘지위비행신분비행, status offences’으로 기소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지

위비행을 성인이 주도한 경우 아동의 범죄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체포 및 구금은 가능하다. 이 

예로는 통행금지 위반, 무단결석, 가출, 구걸, 불량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 범죄조직 가입, 단순

한 반항행위 등이 있다. 행정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아동의 구금이나 ‘예방’ 조치에 따른 아동 구

금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른 행동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취해져야 

한다.

2. 범죄기록 Documenting violations

효과적인 국내외 대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증거기반 캠페인의 기초작업으로써 사법체계 내에

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 유형을 초기단계부터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준 5 참조). 재판

까지 가는 사건의 경우 아동생존자 또는 증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많이 있다

(ECOSOC의 아동범죄생존자와증인관련법적사항에대한지침Guidelines on Justice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참조).

3. 옹호 Advocacy

옹호의 초점은 최근에 발생한 폭력행위 근절과 추가적인 폭력 예방에 맞춰져야 한다(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터 시작하여). 모니터링 및 문서화 작업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활용해 옹호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4. 통합지원팀 Multi-disciplinary teams

긴급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팀을 최대한 

빨리 구성하고, 기존의 모든 자원과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팀이 구성되면 이를 필

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5. 국제적 체계 International frameworks

국제 법률체계에는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아동을 위한 특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ICCPR과 UDHR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권리, 사형선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

두(아동 포함)에게 적용되는 임의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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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예: ICCPR 14조). 재난·위기 시 아동 사법 강

화와 제고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동을 위한 사법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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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아동보호 전략 
개발을 위한 
기준



본 기준은 다양한 아동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핵심 아동보호 전략을 담고 
있다. 다른 여러 기준과 마찬가지로 국제 법률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Community-based child protection mechanisms

•  아동친화공간 Child-friendly spaces

•  소외아동 보호 Protection of excluded children

적절한 아동보호 전략 
개발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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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5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사례관리 시스템은 보건, 사회복지, 법 등 다양한 인적서비스 분야에서 이용된다. 사례관리는 사

회복지 형태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적절한 정보관리를 통해 아동 개개인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다(기준 5 참조). 이러한 사례관리는 재난·위기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보

호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 필수적, 핵심적 역할을 한다(정부조직과 비정부 조직 포함). 

아동보호 사례관리 시스템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

• 정부차원의 임시 지원이 필요한 긴급하게 발생한 재난·위기상황

•   장기화된 위기사태 또는 정부가 강력한 사회복지 체계 구축(사례관리 포함)의 필요성을 느끼

게 된 개발도상국

•   정부가 아동보호와 사회복지 시스템 지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사례관리 시스템은 사례 모니터링과 서비스 보고·의뢰referal를 쉽게 해주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재난·위기에 처해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폭력·학

대·착취 피해아동 등 주요 아동보호 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관리에는 아동의 적절한 참여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보고체계, 비밀보장, 명확하고 공인된 정보공유 규정, 안전한 기록보관 등

이 필요하다. 이 모든 사항이 준비된 이후에 비로소 사례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기존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기준

긴급한 아동보호 요구가 있는 남녀 아동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감 있고 협력하는 
자세로 아동의 연령과 문화적 배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아동 친화적인 
대응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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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대비활동

• 기존의 아동보호 상황과 체계를 조사, 분석, 강화한다.

•  기존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기관과 관련 활동가의 아동보호 문제 예방과 대처 역량을 

분석한다.

•  상황에 따라 정보수집과 관리를 위한 기존의 정부 또는 지역사회 구조(공식/비공식)를 뒷받침한다.

•  사례관리 담당자와 기타 관련 당사자를 위한 상세한 직무기술서를 마련하여 모든 관련자가 필

요한 기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부, 지역기반 기관CBO, NGO의 정보수집 및 사례관리 역량을 구축한다.

•  사례관리, 아동에 맞는 대응과 커뮤니케이션 제공측면에서 타 분야의 역량을 구축한다.

대응활동

•  기존에 정립된 정의(定義, 지역사회적 정의 포함)에 기초해 아동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당

사자와 협력하여 취약아동을 규정하기 위한 공통기준에 합의한다.

•  아동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교육, 보건, 생계, 법 집행, 

사법 시스템간 조직적 연계를 강화한다.

•  아동의 성적 학대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대처를 비롯해 보고·의뢰referal, 후속조치에 관

한 기준과 프로세스 규정을 통해 타 분야와 함께 기존 프로세스와 연계를 바탕으로 한 절차를 

수립한다(기준 9 참조).

•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요하는 긴급 사례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한다.

•  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의 4가지 기간을 고려한다 - 긴급(예: 1개월), 단기(최대 3개월), 중기

(3~9개월, 1년), 장기(1년 이상).

•  사례관리를 위한 다부문 서비스 역량이 갖춰지도록 한다.

•  아동에 맞는 대응과 아동의 연령에 맞는 정보와 함께 투명하고, 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대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담당자를 교육하고 준비시킨다.

•  타 분야(교육, 보건, 법 집행, 사법 등)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는 남녀 아

동과 가족을 파악하고 보고한다.

•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보호 체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아동

과 가족을 파악하고 조사한다.

•  다음의 프로세스(아래 도표 참조)를 모든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신원확인에 앞서 불필요한 아동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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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0.  피해받은 지역사회 간 인식 제고를 
포함 취약아동 파악 및 등록

1.  각 아동과 가족의 취약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아동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 

2.  직접적 지원 및 사례의뢰 서비스 등 
사례관리 계획case plan 시작 3. 정기적인 사례 모니터링 및 검토 

4. 사례종결 

•   각 사례들(각 문장의 번호는 위 도표의 번호에 해당함)

1.  신원확인 후 일주일 이내에 아동과 보호자와 함께 조사작업 실시 수행

2.  조사작업 후 이주일 이내에 해당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보호 계획care plan 작

성

3. 최소 월 1회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후속조치와 검토 수행

4. 사례 종결 후 3개월 간 후속조치 수행. 필요 시 종결된 사례 재개

•   출구전략을 수립한다. 사례관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가능한 빨리 책임사항을 법적 

주관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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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사례관리 시스템 보유여부 해당됨

사례관리와 관련된 기관  
내에서의 임의 추출조사는 
이 정보의 많은 내용을 보
여줄 수 있음.

2. 3개월간 개시/종결된 사례의 수 국가별 산정

행동지표 행동목표

3.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는 사례 건수: 25건 이하 해당됨

4. 사례관련 회의 개최: 최소 1회/2주 해당됨

5.  사례관리자용 업무지지서와 SOP 마련여부/ 이에 
대한 사례관리자 전원의 완벽한 숙지

해당됨

6.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1회/2개월) 및 관리지도 해당됨

7.  지역사회가 규정한 아동취약성 정의와 이에 대한 
다른 아동보호 활동가들의 동의 

해당됨

8.  평가 후 2주 이내에 수립된 관리계획 비율 90%

9.  관리계획 수립 후 월 1회 검토되고 있는 사례 비
율

90%

지침사항

1. 시스템 강화 Strengthening systems

아동 보호 기능을 수행해온 기존의 공식/비공식 체계와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노력

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유사한 시스템(비정부/유엔 주도 형식)을 별도로 수립

하거나 강화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기존의 국가적, 지역적 보호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구호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면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가능성 분석 Analysing what is possible

이 방식의 분석과 지원은 초기 아동보호 조사 과정 뿐 아니라 대비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분석에는 법률 체계, 사례관리 프로세스, 절차, 도구, 재원, 직원 역량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보건, 교육, 안전, 정의justice, 경제적 상황, 사회적 보호를 통한 서비스 현황파악mapping이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139

기
준

 15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사례관리에 추가적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사례관

리 시스템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사례관리 역량이 강화, 확대됨으로써 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확대된 시스템에 국내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

어야 한다.

3. 취약성 정의 Defining vulnerability

폭력, 학대, 착취, 방임 등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험을 겪고 있거나 이러한 위험을 겪을 위험에 

처한 아동을 분석하여 취약성의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 이때 기존(지역사회 차원을 포함)의 정

의, 관점, 이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분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의 연령, 성별, 장애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포함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장애아동, 손상을 입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

•  사회적, 인종적 소외 계층 아동

•  법적 문제에 휘말린 아동

•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

•  난민아동

이 분석에 기초해 기준을 작성하되,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아동을 파악하고 등록하는 데 지역사회

적 관점을 전달받은 여러 기관과 함께 그 기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기준은 아동보

호 상황과 위험요소에 대한 지식에 따라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4. 관리운영규정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관리운영규정SOP은 사례관리 시스템과 관계된 여러 관계자의 역할,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다

양한 형태의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규정은 사례관리의 각 단계와 관련된 프로세스, 서비스 현황파악mapping, 사례의뢰체

계, 아동과의 협력 방법과 그 과정,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일부 국

가의 경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추가 위험을 우려해 사례관리자들이 특정 사례를 경찰

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기준 5 참조).

5. 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기관 간 아동보호정보관리시스템IA CP IMS 같은 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

해 1) 사례관리 프로세스 지원, 2) 사례관리 관리감독 지원, 3) 사례관리와 더욱 포괄적인 아동보

호 기획에 도움이 되는 업무량(담당 사례건수) 추이를 분석해야 한다(기준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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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 역량 Staff capacity

아동인원 대 담당자 비율을 산출할 때 직원의 능력과 아동의 필요, 회의, 이동수단, 행정, 보안상 

제한, 휴가 등 기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핵심기술이 제외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사례담당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가능한 경우 남녀 한 명

씩). 상황에 따라 여아는 여성 상담자가 담당하는 형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7. 사례별 우선순위 설정 Prioritising cases

대규모 재난 시에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시급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즉각적 조치나 단기적 

조치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약성의 특성과 규모별 사례

관리 측면의 역량 분석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우선순위 결정 시 ‘사례의 

긴급성과 조치 시행의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위험요소가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긴급 사례에 해당된다. 시간적으로 매우 긴박할때도 역시 긴급사

례로 볼 수 있다(예: 영유아가 가족과 떨어진 상황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가족과의 재결합의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 구호활동 초기에는 위험성 분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사례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례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 외 

보호 사례는 대응조치 시행이 용이한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거나 친인척에게 연락을 취해 아동의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상당수의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직

접 해결할 수 있다.

8. 아동조사 Child assessment

신원확인 후 일주일 이내에 아동, 가족, 사회적 환경의 보호요인을 고려한 아동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보호요인에는 과거 아동이 경험한 긍정적인 양육, 학교생활, 친근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아동 사례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위해 문화적 관행과 성별에 따른 역

할의 영향 등 위험성 역시 조사되어야 한다. 조사과정 그 이후 단계에 있어 사례관리자는 아동과 

가족간 관계형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아동과 가족이 자신이 존중 받고 있다는 점과 자

신의 의견이 받아들여 진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결정임을 잘 설명해야 한다. 아동과 가족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아동이 선호하는 조사담당자의 성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난민상황에서는 최선의 이익 

조사BIA, Best Interests Assessment를 통해 기본적인 아동보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9. 사례계획 Case plans

사례계획은 아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동의 가족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 사례계획은 해당 아동의 

강점과 취약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아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 사례계획 수립에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해야 하고, 해당 계획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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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겠다는 서명동의도 필요하다. 사례계획과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일정이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자와 사례담당자는 사례계획에 서명동의해야 한다. 아동의 경

우 서명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10세 이상 아동, 아동의 능력에 따라). 아동에게 익숙한 언어

로 사례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줘야 하고, 사례담당자의 연락처도 제공하도록 한다.

10. 사례회의 Case conference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사례와 관련된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따라

서 사례회의에는 책임자급 임원도 함께 참석해야 한다. 사례관리 실무자와 책임자간의 정기적

인 회의 또는 상호 연계된 기관 간에 특정 사례관리 대표자가 주최한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

어야 한다. 개최장소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11. 최선의 이익 규정 Best interest determination

국제 법률체계, 특히 UNCRC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도록 한다. 또한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특히 어떠한 결정이 각 아동과 가족 

또는 이들의 법적인 지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반드시 지

켜져야 한다. 아동의 장기적 돌봄 형태나 아동의 가족,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정보수집과 상담을 위한 공식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결정은 아동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그룹이 내려야 하고, 아동보호 당국자가 전문가그룹에 가능한 포함

되도록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와 치료를 통한 아동의 신

체적, 정서적 안전확보, 즉 아동의 안녕과 복지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

한 활동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때로는 아동의 최상에 이익에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법을 여러 이유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위험성이 가장 

낮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행동이 아동의 안전권과 지속적인 아동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난민 대상의 최선의 이익조사와 규정을 위해서는 사례관

리도구가 필요하다.

12. 사례종결 Closing a case

업무량(사례건수), 상황 별로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사례종결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사례종

결은 사례관리 책임을 다른 기관이 위임하는 것과는 다른 조치다. 사례가 종결에는 보호계획 완

료,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이 사망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사례종결은 최소한 사례담당부서 책임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 제공

자가 참여한 협의과정을 거친 이후에만 사례를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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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6
지역사회 기반 메커니즘 
Community-based mechanism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에서 의미하는 ‘지역사회’란 마을이나 도시 지역 같이 지리적으로 한 

지역 내에 또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 항상 동질집단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인종, 종교 집단이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음) 지역사회는 아동보호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

다. 대규모의 피난 상황에서는 ‘지역사회’가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뜻을 모아 위

험에 처한 아동을 돕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은 아동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네트워크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합체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출범과 지원은 지역사

회 내에서(전통적, 외부적 영향이 결합) 또는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복지위원회child-

welfare committee’처럼 외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 기반 메커니즘의 경우 대부분 비효과적이고 

수립방법이 적절지 못하고 기존의 소유권과 자원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세계적으로 점점 늘고 

있다. 효과적인 아동보호메커니즘에는 지역구조, 아동 복지 증진 및 지원을 위한 전통적, 비공식

적 프로세스가 있다.

기준

지역사회 기반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통해 학대, 폭력, 착취로부터 남녀 아동을 보호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지역사회의 남녀 구성원과 함께 조사작업을 수행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 지원을 위한 기존의 

내·외부적 방법을 파악한다.

•  국가적으로 의무화된 지역사회의 아동보호메커니즘이 있는지 분석한다.

•  외부 기관이 지역사회와 연관성을 갖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한다.

•  기존 역량과 메커니즘 강화 노력을 개시하기 위해 공식·비공식 서비스 제공자, 지원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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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체, 보건분야 활동가, 경찰, 교사, 종교지도자 등), 이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  학대, 폭력, 착취,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

사자를 선발, 채용, 교육한다. 자원봉사자의 업무, 책임, 필요한 자질을 직무기술서에 명확히 

규정한다.

•  해당 지역사회의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협력하여 재난·위기 발생 시 남녀 아동에 대한 위험

발생 시나리오를 확인한다. 지역사회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친인척(양부모)이 보살피는 관행을 장려한다. 이 경우 양

부모에 대한 지원과 아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대응활동

•  아동 친화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의 기존 프로

세스, 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여성, 남녀 아동,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등 다양한 하위집단을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에 포함시킨다.

•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간 네트워크와 연계를 강화한다.

•  아동과 청소년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

커니즘에 물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소속감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기존 또는 새로이 조직된 청소년 및 청년 그룹이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

즘과 아동보호 문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동료간 대응과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강화한다.

•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적절한 교육을 제공

한다.

•  폭력, 착취, 학대 예방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위험과 관련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효과적

인 메시지 전달을 지원한다(기준 7 참조).

•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구축한다(심각한 영향을 입은 아동과 전문적 도움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이 지역사회, 지역, 국가 차원에서 국가 아동보호 시스템의 

공식적인 부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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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응답자의 80% 이상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지
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이 있다고 답한 지
역사회의 비율

80%

(1)  임의 추출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음. 상황에 
따라 기준점이 변경될 
수 있음.

행동지표 행동목표

2.  신속한 아동보호 및 다분야 평가에 아동지원을 
위한 비공식 체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됨

그렇다

3.  청소년과 청년층이 자신이 원한다면 아동보호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비율 80%

4.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성
이 장애아동에게도 제공된 지역사회 비율 90%

5.  정보제공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사
회 비율

국가별 산정

지침사항

1. 외부지원 External aid

관련 기관은 새로운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피해야 한

다. 상황에 따라 아동보호 예방 및 대응을 마을발전위원회와 같은 기존 체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

다. 마을 대표자, 난민촌 지도자, 여성지도자, 존경 받는 지역 어른들, 종교지도자, 아동, 청년회 

또는 청년네트워크를 포함해 자발적 조력자와 지역 지도자들도 반드시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위원회나 단체는 사실상 유지하기도 어렵고, 기존 

체계와 병행해 생겨난 단체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지원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2. 주인의식 Ownership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이를 아동에 대한 의무

를 다하는 방법으로 여기게 될 때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관

련기관은 아동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지역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향식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로 아동보호와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체계에서 

핵심은 바로 아동의 역할이며, 아동의 참여는 물론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참여 여부를 결정

하는 아동의 권리 역시 필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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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처리 메커니즘 Complaints mechanisms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 활동가는 지역사회 기반 아

동보호메커니즘 대표자들의 직책 남용 행위를 아동이나 다른 개개인이 신고/보고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실제로도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이 지

역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인도주의 기관은 이 

점을 인지하고 아동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 밖에서도 직권남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금전적 보상 Payment

금전적 보상 및 외적 보상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봉사정신에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확보 가능한 기존 자원

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속감을 강화할 수는 있다.

5.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의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참여하

기 위해 인식과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 구성원을 대상으

로 대화와 상호학습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아동과 아동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해야 한다.

6. 하위그룹 Subgroups

인도적 기관은 각 기관이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의 권력구

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특정 그룹이

나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드백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역사회 또는 재난·위기사태에 

영향을 입은 생존자 그룹 가운데에 일부 하위그룹은 다른 그룹(여성이나 장애인들은 전혀 힘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비롯해 다양한 하위그룹이 지

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에 포함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메시지 Messages

정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기

반 아동보호메커니즘과 함께 다음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물리적 위험(예: 가족과의 분리, 아동에게 위험한 놀이 장소, 전쟁 뒤에 남아 있는 지뢰나 폭발

위험물 위치와 식별 방법 등)

•  위기 경감, 대비, 대응(예: 가족 분리 방지 방법, 여진에 대한 대비 방법,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

한 위험 경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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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아동, 보호자, 지역사회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메시지는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으로 적

절해야 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 또한 메시지는 지역 주민이 만들어 테스트를 해야 

하고, 지역 주민이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메시지 자체만큼이나 전

달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명확하고 이해하

기 쉬운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지역 주민이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라

디오, 문자 메시지 등의 대중 매체와 행사, 노래, 춤 등의 문화적 매체는 아동과 기타 생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메시지 전달 방법에 따라 계층의 포용과 배제 

여부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기준 3 참조).

8. 국가시스템 National system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은 마을, 지역, 국가 차원의 자원, 아동보호 네트워크와 연계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해 지역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찰, 사회복지사, HIV/AIDS 및 보건 분야 전

문가, 아동복지 서비스, 교육서비스, 청소년 사법 시스템,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아동보호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프로그래밍은 문화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이되 유엔아동권리협약 같은 국제적 법률, 인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항상 홍보

해야 한다.

9. 도시환경 Urban settings

도시는 지역사회 체계와 아동보호 시스템의 타 부문을 연계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비도시 지역(농어촌)보다 지역사회 기반 체계에 대한 증거데이터가 훨

씬 제한되어 있어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연구)이 필요하다.

10. 기금마련 Funding

긴급구호 시 전문가들은 5~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금마련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만 할 때도 있다. 세심한 조사작업을 수행하거나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 할 장기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개입조치를 마련하기에 5~10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프로그래밍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상시조사와 평가와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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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7
아동친화공간 Child-friendly spaces

본 기준에서 의미하는 ‘아동친화공간 child-friendly spaces’은 안전한 공간으로써 아동이 자유놀이, 

구조화된 놀이, 레크리에이션, 휴식,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마련한 환경을 뜻한다. 

아동친화공간은 교육적, 심리사회적 지원과 함께 평범함과 지속성continuity을 회복시키는 기타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참여적인 방법으로 설계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마련된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 대상을 특정 연령대의 아동으로 구분하거나 다양한 연령의 아동으

로 정할 수도 있다.

아동친화공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다양한 인도적 활동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 합의에 참여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호상황에서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지에 관한 IASC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참고 그룹

•  글로벌 아동보호실무그룹The global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  글로벌 교육클러스터The global Education Cluster

•  INEE 교육 최소기준-대비, 대응, 회복The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이렇게 마련된 지침에서 제시된 방법을 다음의 주요활동과 지침사항에 반영하였다.

기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흥미를 유발하는 아동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안전한 환경 속에서 체계

화된 활동(놀이)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친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아동친화공간의 입지, 자원(놀이 재료와 활동을 위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한

다.

•  아동보호 활동가와 기타 관련 분야 직원, 정부측 담당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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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친화공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 내에 아동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상위 보호 

시스템과의 연계방법을 모색한다.

대응활동

•  지역사회와 함께 조사작업을 수행하여 아동친화공간의 필요성, 안전성, 주변 아동의 이용가능

성, 지역적 적합성을 결정한다.

•  학교, 복지관 등 기존 시설과 기반의 현황을 파악한다. 아동친화공간의 구조(건물) 수립을 결정

하기에 앞서 필요성을 결정한다.

•  계획 단계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남녀 아동, 남녀 성인, 취약계층(장애인 등)을 아동친화공간 활

동 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다른 프로그램initiatives과 연계시킨다(기준 16

참조).

•  아동과 지역사회 전반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타 기관 및 분야와 협

력해 보건위생 교육, 모유수유 그룹 및 모유수유실, 이유식,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정보 등 다

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  기존 시설의 활용을 고려한다(텐트, 오두막, 학교 등).

•  안전장치(울타리, 응급조치, 화장실 등)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물·공중위생·개인위생WASH 시설이 적절히 유지되고, 용도별 용수구분(식수, 화장실용)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

•  아동의 활동을 위한 명확한 지침, 프로그램, 일정계획을 마련한다.

•  아동과 가족이 참여하는 피드백 체계가 있는 상시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도 등 지속적인 교육과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  초기에는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회복계획과 연계된 단

계적 교체,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교체 및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한

한다. 교체 및 전환이 시작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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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아동친화공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상황별 산정

(8)  활동가·아동 비율 예시:

- 2세 미만: 어른을 동반하

지 않은 경우 참석할 수 
없음

- 2~4세(15명): 성인 2명 
(최소)

- 5~9세(20명): 성인 2명
- 10~12세(25명): 성인 2
명

-3~18세(30명): 성인 2명

2.  행동지표 대비 목표치를 충족하는 지역사회가 지
원하는 아동친화공간의 비율 100%

행동지표 행동목표

3.  안전성과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친화공간
의 비율(국가별 기준) 100%

4.  다양한 장애 유형 별 이용이 가능한 아동친화공
간의 비율(%) 100%

5.  포용에 대해 초기/후속 지도를 받은 아동친화공
간 활동가 비율 90%

6.  남녀 아동과 가족에 의해 파악된 욕구에 맞춰 연
령별 활동이 시행되고 있는 아동친화공간의 비율 80%

7.  남녀 아동과 가족의 활동•성취도에 대해 논의하
기 위해 각 아동친화공간이 갖는 월별 회의 회수 1 회

8.  훈련을 받은 활동가 1인 대비 아동친화공간 방문 
아동의 평균 비율 유무

유

지침사항

1. 적절성 Appropriateness

공식·비공식적 교육, 보호, 사회심리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의 이용

이 가능한 경우 아동친화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무장세력이 아동

을 공격하거나 소년병을 징집하는 장소로 아동친화공간을 악용하거나, 여아의 경우는 오고가는 

도중에 성추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새로이 건축하지 않고 단순히 아동이 모

여서 놀이를 하고, 그룹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

다. 아동친화공간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안전성과 치안문제는 아동친화공간의 조성과 시행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다. 아동 스스로가 야기할 수 있는 안전문제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예: 집단 괴롭힘(따돌림), 다른 아동 위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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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그룹 Specific groups

아동친화공간은 모든 아동을 지원하고 평등과 포용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위험군 아

동을 파악하고, 구별하거나 낙인을 찍지 않고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하다. 생활환경, 다양한 연령별, 인종별, 장애별로 남녀 아동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

다. 이러한 유형별 아동의 필요를 감안해 서비스차원의 대응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연령별 성별 배려 Age and gender sensitivity

다양한 연령의 남녀 아동에게는 아동친화공간 같은 프로그램 기획, 관리, 검토에 참여할 기회

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일부 여자 청소년에게는 놀이 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은 지역사회 활동가 한 명이 일정 수의 남녀 아동과 그룹을 이

루어 동성 친구들과 함께 그룹토론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성건강
sexual health, 사랑, 관계, 동료보호 전략 등의 문제에 대해 각자의 걱정거리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재난·위기의 성격에 따라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그룹이 있을 수 있다(예: 심리

사회적 자극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4. 장애인식 Disability awareness

장애아동은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친화공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장애아를 둔 부모는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서 또는 아동친화공간이 장애아

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아동을 아동친화공간에 보내기를 꺼릴 수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때 장애아와 관련된 사항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며, 지역사회 활동가를 대상으

로 다양한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대비 활동가 비율

은 상황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5. 놀이 Play

아동친화공간은 아동에게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아동이 놀이를 할 권리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

야 한다. 이용자(아동)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에는 기본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사례의뢰체계 수립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소그룹을 위한 활

동 조직 등 한 단계 높은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아동은 아동친화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놀이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장난감 만들기를 하거나 아동의 어머니, 할머니, 다른 노인

들을 초대해 아동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도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연령의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적합한 게임, 노래, 그림 등 아동의 

개인적, 사회적 능력을 제고하고 결과보다 아동의 참여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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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준 10 참조).

6. 학교 Schools

아동친화공간이 학교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이루도록 정규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

다. 학교 운영이 재개된 후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이용시간이 구분되어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낮 시간 동안 어린 아동들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명확하고 안정적

인 활동계획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7. 부모 Parents

부모의 심리사회적 안정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친화공간에서 

부모지원을 위한 그룹 세션을 계획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역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부모 모두

를 대상으로 한 육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설명회 대상에 장애인 부모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고 누구나 설명회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8.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능력 있는 아동친화공간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동기와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상그룹

의 정해진 구성비율에 맞춰 남녀 직원을 고르게 채용해야 한다. 직원교육과 업무지도가 포함된 

지속적인 역량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아동친화공간의 전 직원은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서 담당 직원들은 아동친화공간 안팎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책을 맡게 된다.

9. 모니터링 Monitoring

아동친화공간의 발전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인식수준, 활동의 질, 안전성, 물품보급 등에 차

이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동친화공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아동친화

공간은 아동의 복지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모

니터링 및 평가작업 유경험자들이 직접 평가를 수행해 아동친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남

녀 아동의 삶에 진정한 개선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아동친화공간 활동이 포용적인지 그리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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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8
소외아동 보호 Protecting excluded children

소외란 아동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완

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이라 정의된다. 소외는 주로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개

념이지만 물질적 어려움이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그 취약성으로 인해 물리적 어려움이 가중되

는 악순환 속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난다.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거나, 차별 대상

인 종교적, 인종적 소수집단의 일원이 되는 경우, 성별에 따른 문화적 편견, 경제적 배제에 의해 

소외현상이 발생한다.

소외는 권리, 기회, 자원에 대한 아동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아동의 잠재력 발달에 근본적인 영

향을 미친다. 소외된 아동은 폭력, 학대, 착취, 방임에 더욱 더 취약하다. 인도적 위기와 대응은 소

외현상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소외계층을 만들어 낼 때도 있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

기도 한다.

기준

인도적 활동 시 모든 남녀 아동은 기본 서비스와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여 하며, 아동 소외의 
원인과 수단을 규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주요활동

대비활동

•  긴급상황대비 문헌검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소외계층, 소외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한다.

•  국가 아동보호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한다. 국가 시스템의 소외아동 지원 및 보호 역량을 조사

하고, 긴급구호 활동 시 아동보호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격차를 파악한다.

•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외아동의 특정 요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관련 당사자간에 사례의뢰체계를 수립한다.

•  장애아동, 보호시설 아동, 노숙·구걸하는 아동, 기타 소외그룹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

관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보호 역량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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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  소외아동, 잠재적인 차별을 당하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무

해성’ 원칙을 항상 고려하고, 모든 아동을 포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동보호 긴급조사 프로세스를 활용해 더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 그룹을 파악한다. 아동보호 

대응전략 수립 및 자금지원 요청 시 취약·소외 아동의 특정 요구가 반영되도록 한다. 조사작

업에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아동 그룹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  조사과정에 지역사회 차원의 모든 관련자를 포함시켜 아동을 소외시키는 사회적, 물리적 장

벽, 사고방식의 벽과 함께 정보 장벽, 소외로 인한 영향, 이에 대한 대처기회를 파악한다.

•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정보수집 시 소외그룹을 반드시 포함하고, 각 정보를 분류해 연령, 성별, 

종교, 인종, 건강상태, 장애 및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장애 등 특정한 소외 특

성을 파악한다. 성적소수자 가정의 아동이나 성폭행에 의해 출생하게 된 아동과 소외 당할 위

험성이 있는 일부 그룹에 대한 정보의 경우 철저한 비밀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소외아동 그룹을 사례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고려하고, 소외아동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성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기준 15 참조).

•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메커니즘과 연계되어야 하며 아동보호 문

제를 파악하고 보고·의뢰해야 한다.

•  아동과 청소년 그룹과 협력해 소외아동에 대한 확대지원 및 또래지원을 활성화하고, 소외아동

의 사회적 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원의 접근성을 증진한다.

•  아동, 성인,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해 소외그룹 포용을 촉진하고, 이용 가능한 서

비스와 지원에 대해 소외아동과 그 가족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소외그룹(주거형 보호시설 아동, 노숙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연령, 성별, 언어, 신앙, 장애유형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대형 출판매체 등)이 고려된 절절한 정보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보건, 교육, 생계 등 기본 서비스를 소외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또는 잠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  인도주의 분야 전반으로 프로그램 기획에 소외아동이 참여를 이끌기 위한 조치를 옹호한다(장

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보편적 디자인’과 ‘합리적 편의제공’ 기준이 모든 개입조치에 포함되

도록 캠페인).

•  소외아동과 소외그룹의 의사결정 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  소외그룹 출신의 활동가 채용에 관한 정책을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

•  프로그램 평가프로세스에 소외그룹 대표자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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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확인된 소외아동 가운데 보호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 80% (1)  ‘접근성’ 은 상황에 맞춰 

정의되어야 한다(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

로 여겨지는 아동을 분
모로 할지 여부 등). 서
비스 형태 역시 상황에 
맞춰 결정할 수 있음.

(3)  소외그룹와 서비스 형
태는 상황에 맞춰 결정

할 수 있음. 

행동지표 행동목표

2.  소외 현황과 소외의 원인, 결과, 장애, 기회가 파악
된 지역사회의 수

국가별 산정

3.  소외아동이 이용 가능한 포괄적 서비스와 지원이 
마련된 지역사회의 비율 100%

4.  소외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
된 지역사회 비율 100%

지침사항

1. 일반적 소외아동 Commonly excluded children

일반적인 소외아동으로 구분되는 아동의 범주에는 장애아동, 소년소녀가정, 레즈비언, 게이, 양

성애자, 성전환자의 아동, 노숙·구걸아동, 성폭행에 의해 태어난 아동, 인종적, 종교적 소수집단 

아동, HIV 감염아동, 여자 청소년, 최악의 노동을 하는 아동,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미

혼모의 아동, 거주형 보호시설 아동, 구금시설 아동이 모두 포함된다. 아동은 다양한 생활 환경에

서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가정 내에서 자원과 참여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 외

적으로는 학교, 지역사회 자원, 생계수단 접근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여자 아동은 지역사회의 

생활로부터 배제되거나 교육접근의 기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주거형 보호시설이나 구금시설

에 있는 아동은 지역사회 생활에서 배제되고 기본적인 서비스와 자원으로부터 차단당할 수 있

다. 노숙·구걸 아동은 자신만의 사회적 공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기본적인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2. 소외아동 파악 Identifying excluded children

재난·위기 대비 기간이나 긴급대응 초기에 실시한 문헌검토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일반적

으로 소외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 아동보호 조사를 실시

할 지역과 질문 유형을 계획하고, 재난·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소외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

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지역사회 기반조사와 확대지원 활동을 통해 후속조치와 지원을 

제공할 소외아동을 각각 파악해야 한다. 난민촌관리 구조와 UNHCR, IOM 등의 관련 기관과 긴

밀히 공조해 인구 등록 시 소외아동(장애아동,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조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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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한다. 소외의 원인, 결과, 기회, 위험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가적

인 활동이 진행될 수도 있다.

3. 인도적 보호와 지원에 대한 소외아동의 접근성 Access of excluded children to humanitarian protection 

and assistance

모든 아동은 동일한 수준의 인도적 보호에 접근할 수 있게 뒷받침 받아야 하는데, 소외아동은 이

러한 지원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취해져 소외아동

의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확대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원증명 서류가 미비

한 아동, 성인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소외아동으로 포함되도록 옹호활동을 펼쳐야 한다. 또한 차

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도 옹호해야 한다. 가능한 일반적인 인도적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특정 요구에 맞춰 전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

원을 해야 한다(예: 전문 의료서비스, 이동지원, 시청각적 지원, 임시 보호서비스). 전문 서비스와 

확대지원 제공 시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장애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ies, CwD

보행, 시청각, 의사소통, 기억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재난·위기 시 유기, 방임, 착취에 특히 취

약하고, 인도적 활동의 조사와 대응에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프로그램에 이러한 장

애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 생활여건을 분석하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

고, 프로그램 사이클의 전체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 일반적 인도적 서비스 제

공자는 장애아동의 포용과 장애아동과의 협업 측면의 역량을 늘려야 한다. 프로그래밍 활동은 

가족중심의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가족이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기반 

메커니즘이나 난민촌 관리 구조상의 업무담당관을 파악해서 장애아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전략은 장애아동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디오 방송, 

확성기를 통한 안내방송, 점자, 대형 인쇄매체, 장애인 네트워크에 메시지 전달).

5. 합리적 편의제공과 보편적 디자인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universal design

합리적인 편의제공과 보편적 디자인은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의 전 과정에 장애인의 필요를 고

려하기 위한 원칙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합리적 편의를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

건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중략)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디자인은 ‘조정 혹은 특수제작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디자인’으로 정의하

고 있다. 장애인 필요의 고려와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인도적 지원프로그램에 장애인의 필

요를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의 필요가 포함되지 않으면 장애인을 인도적 프로그램에 포함하

기 위한 노력이 약화되고, 이 역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159

기
준

 18

6. 노숙·구걸 아동 CLWS

위험에 노출된 많은 아동들은 폭력, 학대, 착취, 방임을 피해 또는 기회, 서비스, 자원을 찾아 도

시로 이동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결국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구걸을 하게 되어 추가적인 폭력

과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재난·위기가 발생하면 노

숙·구걸 아동은 인도적 보호와 지원으로부터 또 다시 멀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시스템 밖에 있

고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위기는 많은 아동을 거리로 내몰기

도 한다. 노숙·구걸 아동은 복합적인 요구를 갖고 있으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도적 프로그램

에 이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 가운데 일대일로 학습 

및 심리사회적 지원, 다영역의 사례관리 제공, 서비스 제공자, 직원, 당국이 함께 하는 캠페인, 가

족중재 등을 위한 시간외out of hours 서비스가 있다.

7. HIV 감염아동 Children affected by HIV

HIV에 감염된 아동이나 가족 가운데 HIV 환자가 있는 아동은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HIV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은 해당 아동이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다

시 지역 사회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진다. HIV는 개인과 가족 전체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빈

곤을 낳고,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아동과 가족을 보호 대상에 포함

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밀을 유지하고 가능한 비난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정보캠페인을 통해 차별적 태도를 타파하고 지역사회의 포용과 지

원을 촉진해야 한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삶의 기술에 대한 교육을 HIV 감염 

아동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8. 아동의 참여 증진 Promoting children’s participation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소외아동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포용과 아동보호 강화에 핵심이다. 그러나 참여로 인해 아동은 차별과 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도 있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배

경 및 힘의 논리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고, 소외아동의 참여를 권장하기에 앞서 아동의 참

여를 지원하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래밍은 자존심, 회

복력, 사회적 기술(사교력)을 키우려는 아동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아동 그룹과 또래 집단

을 이용해 소외된 아동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9. 조직 정책과 실행에 포용성 권장 Promoting inclusion in organisational policy and practice

인도적 기관이 소외 그룹의 출신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비차별을 권장하면 소

외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소통이 강화되며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그룹의 구성원 채용을 활성화하고 장벽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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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적극적 평등실현 전략(차별철폐 전략)

•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한 근무환경으로 전환

•  고충처리 절차 시행

•  차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직원교육

•  전 직원의 경력개발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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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영역에서의 
아동보호 
주류화를 위한 
기준





아동보호가 주류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분야에서 시의적절하고 세심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걸친 인도적 대응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 착취, 학대, 
방임 피해아동을 위한 적절하고 총체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인도주의 분야는 즉각적인 인도적 대응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효과적인 재활과 사회재통합에 큰 기여를 한다.

아동보호 ‘주류화’ 또는 인도적 활동 전 분야에 아동보호 고려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인도적 활동가의 활동이 아동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이나 행복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위험성이 심화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아동보호의 주류화는 ‘무해성’ 원칙을 준수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보호의 주류화 기준이 다루는 내용은 ?
아동보호 주류화를 위한 기준은 인도적 활동가를 위한 일반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지침은 Sphere 지침이나 INEE 기준 등 각 분야별 관련 
기준에 잘 나와 있다. 아동보호 주류화를 위한 기준은,
•  인도적 지원과 아동보호 간에 ‘숨겨진’ 관계를 보여준다(예: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아동이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각 분야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인도적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활동가들이 각 담당 분야에서 
아동보호에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요활동 리스트를 
만든다.

타 영역에서의 아동보호
주류화를 위한 기준 



아동보호가 주류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분야에서 시의적절하고, 세심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행
복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걸친 
인도적 대응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 착취, 학대, 방임 피해아동을 위한 적절하고 총체
적인 대응을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인도주의 분야는 즉각적인 인도적 
대응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효과적인 재활과 사회재통합에 큰 기여를 한다. 
아동보호 ‘주류화’ 또는 인도적 활동 전 분야에 아동보호 고려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모
든 인도적 활동가의 활동이 아동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이나 행복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동에 대
한 위험성이 심화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아동보호의 주류화는 ‘무해성’ 원
칙을 준수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보호의 주류화 기준이 다루는 내용은 ? 
아동보호 주류화를 위한 기준은 인도적 활동가를 위한 일반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지침은 Sphere 지침이나 INEE 기준 등 각 분야별 관련 기준에 잘 나와 
있다. 아동보호 주류화를 위한 기준은, 

•  인도적 지원과 아동보호 간에 ‘숨겨진’ 관계를 보여준다(예: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이 제공되는 것은 아동이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각 분야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인도적 활동
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활동가들이 각 담당 분야에서 아동보호에 측면에서 적절
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요활동 리스트를 만든다.    

•  기준 달성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목표와 함께 제시한다.  
•  아동이 이용할 수 있고 아동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도적 활동가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아동 보호를 보장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가는 인도적 위기를 포함해 항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모든 인도적 활

타 영역에서의 아동보호 
주류화를 위한  기준 

•  기준 달성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목표와 함께 제시한다.
•  아동이 이용할 수 있고 아동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도적 활동가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아동 보호를 보장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가는 인도적 위기를 포함해 항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모든 
인도적 활동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지, 또 가능한 자신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제고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령, 성별,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반드시 기본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아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연령의 
남녀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동을 포함해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 유지와 증진이 각 인도적 대응의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정의 생계수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을 
제때에 안전한 장소에서 제공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물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아동의 역할과 아동의 기타 의무와 요구를 
처음부터 세심하게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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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9
경제회복과 아동보호 
Economic recovery and child protection

직업기술 훈련, 현금지원 및 바우처 제공, 기업육성 및 소액금융 지원 등 경제적 조치는 재난·위

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안정과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SeeP Network의 경제회복

최소기준Minimum Economic Recovery Standards을 바탕으로 다수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 10대 후반의 청소년의 생계수단

을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 관련 조치가 생계보호를 위한 기존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정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학교중퇴를 야기하거나 경제적 개입조치를 통해 

아동이 착취를 당하게 만드는 등 아동에게 해가 되는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경제회복조치의 혜

택을 받기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면 아동은 집 밖으로 내몰리게 되고, 

아동에 대한 보호 수준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되어 직접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노인과 병에 걸린 성인을 보살피기도 한다.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

동은 직접적으로 생계를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보호 문제를 크게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까지 경제회복을 위한 개입조치가 전달될 수 있도

록 이들에 대한 특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동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교육을 받고, 유해노동이

나 기타 착취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도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조치

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준

경제회복 프로그램의 조사,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아동보호 관련 문제를 반영한다. 취업연령

의 남녀 아동과 그 보호자는 자신의 생계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

주요활동

아동보호 활동가의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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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경제회복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본 기준에서 제시된 지표 중 진척사항 파악에 활용할 지표에 대해 합의한다.

•  경제회복에 관한 의문사항을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의 토론에 반영하고, 그 토론에 

경제회복 담당자가 참석하도록 초대한다. 다양한 보육환경 하에 있는 아동의 상황에 대해 논

의한다(예: 거주형 보호시설,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

•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경제회복 개입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가정에 대한 최

신 정보를 확보한다.

•  조기복구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조기복구 개입조치에 접근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정보에 합의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례의뢰체계를 수립한다.

•  경제회복을 위한 개입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가정에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  타당한 경우 경제회복에 대한 정보를 아동보호 메시지에 포함시킨다.

•  아동보호 활동가를 조기복구 관련 교육 대상에 포함시킨다.

•  경제회복 담당자들을 아동보호 관련 교육 대상에 포함시킨다.

•  아동보호와 경제회복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검토에 가장 유용한 포럼(팀·클러스터회의)을 파

악한다.

•  우수한 경제회복 개입조치가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아

동의 이야기를 포함해 성공사례를 수집한다.

•  경제회복과 아동보호 연계가 재난후욕구분석Post Disaster Needs Analysis 또는 분쟁후수요분석

Post Conflict Needs Analysis 등의 평가 및 자원배분 프로세스에서 검토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인다.

경제회복 활동주체의 주요활동

•  개입조치 수혜 대상에 폭력, 착취, 학대, 방임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포함시킨다. 수혜 대상

으로는 거주형 보호시설 아동, 한 명 이상의 보호자를 잃은 아동,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동, 소

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이 있다.

•  인도적 활동가,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해 소외아동에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한다.

•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안전을 각 개입조치의 하위목표로 삼는다.

•  아동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에 대한 정보가 경제회복 담당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  계획된 모든 활동을 검토하고 아동을 위한 대책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초치(가정중심 보호)에

서 아동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대상으로는 거주형 보호시설 아동에게 형평

성에 어긋나는 혜택이 주어지는 개입조치, 거주지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고용기회 제공, 경제

회복을 위해 아동 양육대신 일을 선택한 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 등이 있다.

•  ‘근로형 생계지원 프로그램for work programme’을 이용할 수 없는 보호자와 아동에게 혜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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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떠한 취업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게 주

의한다.

•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현금지원 및 긴급 사회적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각 가정이 이러

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가능한 경우 방법론과 목표 조정과 함께 아동과 가족을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

략을 계획한다.

•  아동보호 활동가와 협력을 통해 사례의뢰체계를 수립·활용하여 경제적 회복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입조치가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아동보호 활동가와 협력하여 

사례연구 등 정보를 수집한다.

•  경제회복 관련 당사자들이 아동안전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및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와 관련

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아동보호 활동가의 견해와 정보가 결과에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교육, 수련회, 워크

숍에 아동보호 활동가를 초청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가족결속을 포함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반영된 경제회복 프로젝트 비
율. 

100%

행동지표 행동목표

2.  기획단계에 아동보호 전문가가 참여한 경제회복 
프로젝트 비율 90%

3.  배제된 아동이나 가정, 위험에 노출된 아동이 경
제회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례의 
신뢰체계 마련 및 활용

해당됨

4.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제회복 담
당활동가의 비율 90%

5.  아동보호 활동가가 아동보호 측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제회복 프로젝트 비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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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사항

1. 구조적 장벽 Structural barriers

경제적 회복 프로그램간에 형성되는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의 미래 향상 측면에서 

경제적 회복 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은 양성불평등, 수혜자의 지리적 고립, 연령에 따른 차별, 부

실한 보건·교육 서비스, 양육 정보 부족, 특정 그룹(장애인 등)에 대한 낙인, 사회적 규범과 같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인도적 기관과 구조적 장벽 문제는 경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여성과 여아 Girls and women

남성에 비해 여성은 아동을 보살피는 데 있어 아동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를 불

문하고 모든 여성은 HIV, 성별 차이에 따른 폭력GBV을 포함한 많은 위험에 더 취약하다. 경제적 

프로그램의 보호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이 그러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육아시

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종종 여성 보호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빈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양육의 의무를 지닌 여성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획자

가 함께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

3. 조사와 모니터링 Assessment and monitoring

생계수단 조사에는 여성, 영유아 이상 연령의 아동, 장애가 있는 부모, 고위험군 아동의 보호자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야 재산과 소득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대응메커니

즘을 파악할 수 있다. 부정적 대응메커니즘에는 유해노동, 성매매(매춘), 학교중퇴가 있다. 조사

를 통해 경제회복 전략으로 인해 악화될 수(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있는 모든 보호요소를 파악

해야 한다. 이때 취약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 경제적 자산, 노동 및 재화에 대한 지역 수요, 가치

사슬Value Chain 기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4. 현금지원 Cash transfers

재난·위기에 따른 현금지원과 조건부 현금지원 프로그램은 취약가정의 회복을 돕는 기반이 된

다. 또 더 많은 소외계층이 양산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현

금지원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이나 아동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가정(소년소녀가

정), 보호자를 한 명 또는 그 이상 잃은 가정, 아동이 일을 하는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현

금지원 예상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지원대상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여성, 아동, 소외그

룹을 대상으로 한 조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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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과 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on

생계지원과 경제회복 전략으로 단기간 내에 아동을 위한 측정가능한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

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남성과 여성이 차별화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소비 식량, 학교출석, 아

동건강 데이터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내내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상

한, 혹은 예기치 못한 영향에 관해 모든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두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1) 가족 결속과 경제회복 개입조치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2) 교육에 대한 접근성, 아동

노동 비율, 경제회복 개입조치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또  중복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공

유하고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

6. 전문성보완 Complementary expertise

아동보호 기관은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활동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기관은 고유한 

전문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외 분야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처해야 한다.

7. 프로그램 디자인 Programme design

경제회복 전략 실행 당사자는 시장기반 접근법에 따라 전략의 수혜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

과를 낳기도 한다. 아동보호 기관은 가능한 한 이러한 전략 기획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약성이 

높은 가정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닿지 않는 가정을 파악하고, 이들

을 지원서비스와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0

대 후반의 청소년도 기술교육, 저축제도savings schemes, 인턴십 기타 활동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제회복 프로그램 기획은 취업 최저 연령 관련 국내법, 직업교

육, 의무교육 이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체계를 강화할 기회를 제시해

야 한다(법률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위해).

8. 정형화방지 Stereotyping

남성과 여성은 자신이 선호하는 일과 배우고 싶은 기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자

신과 다른 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온 생계수단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야 한다. 여자아

동은 바느질이나 뜨개질 등 저임금의 가내수공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자아동에게는 정비사

나 목수 같은 경제적 기회가 큰 기술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가장이나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사

람이 없는 경우 남녀 아동은 경제적으로 유망한 활동에 대한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

다. 관습적인 사고방식과 규범 등 기존의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세심하고 효과

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 역할의 정형화를 방지하고 그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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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
교육과 아동보호 
Education and child protection

양질의 교육은 재난·위기 기간이나 전후로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한다. 폭력, 착취, 학대, 방

임의 피해아동에게 있어 교육은 권리이자 또래집단으로의 재편입을 뒷받침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방측면에 있어서 교육은 메시지 전달과 인식제고의 중요한 수단이자 

아동의 위험인식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생활기술을 제공해준다. 교육은 또한 아동의 심리사회

적 발달과 인지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아동의 회복력을 뒷받침해준다. 위기와 구호활동 기간 동

안에는 안전한 환경에서 조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상

성, 존엄성, 희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육과 아동보호에 대한 다음의 지침은 이 두 분야의 관련성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난·위기 상황에서 교육제공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 아동보호 분야와의 

연계성과 협력은 INEE의 최소기준INEE Minimum Standards: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기준

교육 프로그램의 조사,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아동보호 고려사항을 반영한다. 모든 연령의 
남녀 아동은 보호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아동친화적이며 유연하고 적절한 양질의 보호적 
학습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

주요활동

아동보호 활동가의 주요활동

•   아동보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교육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본 기준에서 제시된 지표 중 진전사항 파악에 활용할 지표에 대해 합의한다.

•  교육에 관한 의문사항을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의 토론에 반영하고, 그 토론에 교육 

관련 당사자를 초대한다. 다양한 보육환경하에 있는 아동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예: 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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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

•  교육 및 영유아발달 관련 활동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아동, 청소년클럽을 대상으로 교육시

설 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아동보호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  교육시설 직원들이 보호요구가 있는 아동을 아동보호 활동가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계

할 수 있도록 사례의뢰체계를 수립한다.

•  긴급구호활동 기간에도 아동보호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영유아발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교육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가족분리, 전쟁잔류폭발물 등의 문제에 대한 아동보호 메시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며 위험감소 활동을 운영한다.

•  교육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학교 내 적절한 위생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  교사와 기타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강령을 도입하고 이들이 이에 서명하도록 한다.

•  교사 및 기타 교육관계자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등 학교 내 아동보호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

터링하여 신체적 체벌과 그 외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나 모욕행위, 성적착취 및 학대에 주목한

다.

•  교육 분야와 협력해 군대의 공격이나 점령 위험이 있는 학교, 무장세력과 연계된 학교, 전쟁잔

류폭발물이 설치된 학교의 현황을 파악한다.

•  아동보호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검토에 가장 유용한 기존 포럼(팀·클러스터회의)을 파악한다.

•  우수한 교육적 개입조치가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

의 이야기를 포함해 성공사례를 수집한다.

•  교육과 아동보호 연계가 재난후수요분석Post Disaster Needs Analysis 또는 분쟁후수요분석Post 

Conflict Needs Analysis 등의 평가 및 자원배분 프로세스에서 검토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인다.

교육활동가의 주요활동

•  피해받은 사람들의 안전을 각 교육 개입조치의 하위목표로 삼는다.

•  INEE 아동보호와 복지에 관한 최소기준에 특히 유의하여 INEE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지지적

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아동보호 대응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아동보호 활동가와 공조해 성별, 연령별, 장애별로 교육

정보를 분류한다.

•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아동친화공간 또는 임시 학습공간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모

든 공간이 기존 또는 계획된 교육프로그램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기준 17 참조).

•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아동의 교육서비스 접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례의뢰체계를 수립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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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또는 교내 모임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학교를 대신할 대안을 고려한다.

•  학교입학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류 또는 기타 자격미비로 인한 입학보류 조치를 철회하는 등 

교육기회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군사 또는 전투지역, 전쟁잔류폭발물 잔존지역, 자연재해 

위험지역 등 아동보호 위협이 있는 교육시설을 파악하고 시설을 이전하여 안전한 인구밀집 지

역에 교육시설이 위치하게 한다.

•  교육부, 지역사회 교육위원회 등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되지 않도록 한다.

•  교육적 대응 계획 시 아동보호 문제가 고려되도록 한다(교내 비폭력, 교육과 학습의 질, 행동강

령, 화장실 남녀구분, 남녀 아동의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

•  공평한 남녀 성비율에 맞춰 교사를 채용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한 교수법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한다.

•  긍정적인 훈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실천을 강화하고, 모든 신체적 체벌과 가혹하고 모욕적

인 체벌을 즉각적으로 근절한다.

•  교육 및 아동보호 활동이 우연히도 갈등이나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와 적절한 조

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긍정적인 삶, 수용, 평화를 뒷받침하는 교수법을 도입하고, 위협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을 뒷

받침하기 위해 보호적인 주요 메시지를 교육에 포함시킨다.

•  군대 또는 무장단체의 아동징집 예방 같은 포괄적인 아동보호 문제가 INEE 최소기준이 권장

하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련 교육에서 다루어지도록 한다.

•  모든 분야가 협력하여 건강, 영양, 물공급, 위생설비, 위생실습을 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도록 

한다.

•  긴급구호활동 시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영유아발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  교육관련 당사자가 아동 안전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및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을 받도록 한다.

•  교육, 수련회, 아동보호관련 당자사의 견해와 정보가 결과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워

크숍에 아동보호 관련 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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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평가 대상 학습환경 가운데 다양한 연령의 남녀 
아동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식·비공식적 
학습환경 비율

100%

2.  학교와 기타 학습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별 
남녀 아동(장애아동 포함) 비율 

국가별 산정

행동지표 행동지표

3.  아동보호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관한 교
육을 받은 현직 교사의 비율 90%

4.  조사대상 현직 교사 가운데 채택된 행동강령에 
서명동의한 교사 비율 100%

5.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가 이루
어지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공식·비공식 교육환경의 비율

100%

6.  위험한 것으로 파악된 교육시설 가운데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한 시설의 비율 90%

7.  교육 관련 당사자에 의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보고된 아동의 수
(월별)

국가별 산정

8.  전달을 기준으로 공격을 받는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시설, 학생, 교사, 기타 교육관계자의 수

상황별 산정

9.  전 연령대의 남녀 아동에 대한 입학 장벽 제거와 서
류미비 또는 입학요건 미비로 인한 입학보류 철회

해당됨

지침사항

1. 유연성, 적절성, 우수성(질) Flexibility, relevance and quality

교육수립에 있어 유연성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보호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다. 각 아동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교육제공 수단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예: 장애아를 위한 적절한 시설제공). 

특정 학습그룹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업시간, 연간 수업계획 조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상호교

류, 자습, 원격학습, 보충수업, 특별학습(가속학습) 또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성화하기 교실의 

공간 구성을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난민, 국내실향민, 가건물의 취약성 대처할 방법 등 여러 

기준을 감안해 교실과 교육시설을 임시로 이용할지 장기적으로 이용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INEE 최소기준 3 ‘교수·학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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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Administration

주요 관계당국, 교육기관, 지역사회 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처리된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

학 시 요구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는 면제해 주는 것이 좋다. 조정을 통해 입학절차를 명확하

게 하고, 제안된 절차변경 사항이 인정을 받아 수용국가와 출신국가 모두에서 일관되게 이행되

어야 한다(INEE 최소기준 2 ‘접근성과 학습환경’ 참조).

3. 형평성 Equity

교육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환경의 불평등에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교과 과정 검토, 아동과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교사지원, 인내에 대한 

교훈 제공을 통해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아동을 돕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교과 과정의 교과

서 내용과 이러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과거 사건을 편견 없이 제시하기 위한 출발

점이 될 수 있다(INEE 최소기준 2 ‘접근성과 학습환경’ 참조).

4. 교사 및 기타 교육관계자 Teachers and other education personnel

교사와 교사의 복지 지원이 보호적 조치로 포함되어야 한다. 교사지원에는 아동의 요구 파악방

법, 아동중심의 학습전략, 심리사회적 지원, 포용적 교육관행, 학급에서의 보호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보고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단순한 아동의 보호자 차원을 넘어 교사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학급의 규모를 제한하고 교사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줄이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INEE 최소기준 4 ‘교사와 기타 교육관계자’ 참조).

5. 보호적 환경 Protective environments

우선 교육시설을 조정하고 다음으로 기존의 아동보호·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보호적, 지지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시설 건설과 그 구조 및 디자인

을 조정함으로써 심리사회적 지원을 보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구조는 학습자의 

신체적 장애가 고려되어야 하고, 학급활동은 지역적 현실을 감안한 규모로 조직해야 한다. 배수

설비, 문 안에 잠금장치가 있는 남녀 화장실과 함께 개인 위생을 위한 적절한 물, 고형 폐기물용 

폐기물처리장이 마련되어야 한다(INEE 최소기준 2 ‘접근성과 학습환경’ 참조).

6. 학대 Abuse

교사와 기타 교육 관계자에 의한 아동 학대와 착취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아동에 의한 따돌림

이나 아동학대도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례보고, 의뢰 방법, 교사 또는 학생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보고, 대응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과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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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격 Attacks

학교는 아동의 소년병 징집과 다른 형태의 폭력 및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존재

한다면, 학교의 초기조사 및 보호전략에 학교와 학습공간을 폭력 발생가능성이 낮은 곳에 자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때로는 학교에 대한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예: 학교 주변 지뢰제거). 등교길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또는 성폭력의 위험은 남녀 아동의 등교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줄여나가야 한다.

8. 메시지 전달 Messaging

교육활동은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

제적 지식, 인식, 생활기술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교육활동에 포함되어야 하는 메시지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가족분리 예방 등 위험감소, 재난위험 감소(쓰나미 또는 지진발생 시 취해야 하는 행동), 위험 

및 손상 예방(기준 7 참조).

•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약물남용)에 대한 대처법 등 생활기술, 비폭력적 갈등해소 기술, 커뮤니

케이션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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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1
보건과 아동보호 Health and child protection

아동보호 전략이 아동이 정상적인 건강상태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면 

보건·의료 활동은 가능한 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보건 개입

은 긴급구호 시 주요 아동보호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를 뒷받침해주는 보다 포괄적

인 접근법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다. 건강관련 위험에는 폭력, 학대, 착취 피해아동, 전쟁잔류

폭발물 및 지뢰 피해아동에게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기준

보건 프로그램의 조사,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아동보호 고려사항을 반영한다. 남녀 아동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차원의 필요를 고려하여 보호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주요활동

아동보호 활동가의 주요활동

•  아동보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건 활동가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본 기준에서 제시된 지표 중 진전사항 파악에 활용할 지표에 대해 합의한다.

•  보건에 관한 질문을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의 토론에 반영하고, 그 토론에 보건 활동

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다양한 보육환경하에 있는 아동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예: 거주형 보호시설,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

•  소아과 의사와 아동전문 보건·의료 활동가를 파악한다.

•  성폭력(노출 후 예방, HIV 모자감염 예방 등)과 전쟁잔류폭발물과 지뢰 사고관련 담당자 등 보

건·의료 활동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모든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공

통된 정보에 합의한다.

•  질병과 손상 사례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해당 사례를 적절한 보건·의료 및 

HIV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동보호 프로젝트에 마련한다.

•  심리적 또는 의학적 정신건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적절한 검사·사례의뢰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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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다. 필요 시 조정, 수립하고(기준 10 참조),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고·의뢰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정하거나 서비스를 마련한다.

•  신속한 보고·의뢰와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복지, 손상감시 injury 

surveillance, 보건·의료 시스템간에 연계를 만들거나 강화한다.

•  적절한 경우 출생신고와 생식건강(예: 산후 건강관리)을 연계한다.

•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활동에 관련 보건·의료 메시지를 포함시킨다.

•  보건·의료 제공자(지역사회 보건·의료 활동가)의 아동에 대한 폭력, 방임, 학대, 착취 사례 감

시, 대응, 사례보고 활동을 지원한다.

•  의료후송과 입원 시 보호자가 아동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한다.

•  장애아동이나 기타 소외계층 아동을 포함해 남녀 아동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다

양한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한다.

•  장애아동, 소수집단이나 소외집단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계획하여 

모든 아동이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예방접종, HIV 관련 서비스, 가족계획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필요시 전쟁잔류폭발물과 지뢰 피해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전문적 응급의

료, 수술, 장기적 재활 및 인공보조기구 서비스(가능한 경우)에 대한 옹호활동을 벌인다.

•  아동보호와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검토에 가장 유용한 기존 포럼(팀·클러스터회

의)을 파악한다.

•  양질의 보건·의료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

의 이야기를 포함해 성공 사례를 수집한다.

•  보건·의료와 아동보호 연계가 재난후수요분석Post Disaster Needs Analysis 또는 분쟁후수요분석
Post Conflict Needs Analysis 등의 평가 및 자원배분 프로세스에서 검토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인다.

보건·의료 활동가의 주요활동

•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안전을 각 보건·의료 개입조치의 하위 목표로 삼는다.

•  소아과 의사와 아동전문 보건·의료 활동가를 파악한다.

•  개입조치 수혜 대상에 폭력, 착취, 학대, 방임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다. 그 대상에는 거주형 보호시설 아동, 한 명 이상의 보호자를 잃은 아동,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동,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이 포함된다.

•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입원, 치료, 퇴원을 위한 아동친화적이고 장애포용적인 절차를 개발, 조

정, 강화한다.

•  재난·위기 사태가 정점에 이른 동안에는 사회복지사와 아동심리학자(적절한 경우)를 적극적으

로 채용하고, 가능한 경우 사례 파악과 보고를 위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활동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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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재조직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역사회·가

족기반 보호서비스 제공).

•  폭력, 학대, 착취, 방임(성 차이에 따른 폭력 포함)의 피해아동을 위해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와 

보고·의뢰 등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이용 가능한 대응서비스를 실행한다

(예: HIV 진단테스트와 생식건강 서비스).

•  의료진을 대상으로 아동 임상치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비의료진을 

대상으로는 성폭력 관련 업무의 기밀성과 보호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전쟁잔류폭발물과 지뢰 위험지역의 경우 피해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전문

적 응급의료, 수술, 장기적 재활 및 인공보조기구 서비스(가능한 경우)를 실행한다.

•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가족분리 예방 등 기본적인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한다.

•  지역사회 보건·의료 활동가 등 모든 보건·의료 활동가의 업무 전반에 걸쳐 합의된 아동보호 

메시지를 전파한다(기준 3과16 참조).

•  보건·의료 시설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5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아동 생존건강전략이 마련되도

록 한다(예: 예방접종 캠페인, 설사 치료, 완전모유수유권장 등).

•  나이가 든 아동이 성·생식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보건·의료 관련 당사자들이 아동 안전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및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와 관

련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교육, 수련회, 아동보호 활동가의 견해와 정보가 결과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워크숍

에 아동보호 활동가를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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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보건의료 활동가 가운데 폭력(성폭력, 신체적 폭
력 포함)피해 아동 파악과 보고에 대한 교육을 받
은 활동가의 비율

80%

행동지표 행동목표

2.  조사대상 보건·의료 시설 가운데 출생신고 기관 
및 관련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시설
의 비율

100%

3.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성별, 연령별로 
분류되어 사례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성폭력 생존
자와 아동 가운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생존자
(아동)의 비율

100%

4.  아동의 가족분리 예방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
는 보건·의료 활동가의 비율 90%

5.  MHPSS 지침이 보건·의료 분야 전략에 포함되
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해당됨

6.  다양한 연령의 남녀 아동의 아동친화적 보건·의
료 서비스 접근을 막는 장애요소에 대한 분석 수
행

해당됨

7.  지뢰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및 보조기구 서
비스 가운데 피해 아동의 욕구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 서비스의 비율

50%

지침사항

1. 보건·의료 프로그램 Health programmes

폭력(성폭력, 손상, 사지절단 등), 방임, 학대, 착취를 겪은 아동은 HIV/AIDS 서비스 등 보건·의

료 서비스 제공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폭력, 학대, 건강

문제, 방임의 위험이 훨씬 높다.

여성의료진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활동가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여자

아동은 여성 의료진이나 여성 보건·의료 활동가의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의료시설 물품 지원을 통해 다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

•  사후피임, HIV 노출 후 예방(질병예방)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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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불발탄, 폭탄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가족계획 서비스

성인에 비해 아동은 재난·위기에 따른 폭탄 사용과 전쟁잔류폭발물 접촉에 의한 심각한 상해나 

장애에 더 취약하다. 아동은 성인보다 체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복합적 상해, 내상과 외상을 

입기 쉽고, 치료가 어려운 손상을 입기 쉽다.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손상을 입은 아동은 매

우 복잡한 재활이 필요하고, 성장 과정에 맞춰 보조기구를 교체해 주어야 하며, 절단부위 교정을 

위한 수술을 해야 한다.

2.진단보고서 Medical reports

질병, 손상, 사망이 범죄행위(강간, 고문, 폭행)의 결과인 경우 담당의사는 진찰 결과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찰을 위해 아동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담당의가 의무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사법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러나 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생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담당의사는 법이 허락하는 한 의료기록 비공개 및 의사-환자간 비밀유지 원

칙을 우선시해야 하며, 아동 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반드시 생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보건·의료 활동가는 아동보호에 있어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착취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

제에 대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상황에 대해 보다 특별한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폭력사례 파악, 아동중심의 법의학적 조사 수행, 

아동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용이 있다.

4.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재난·위기 시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향상 노력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5.의료후송 Evacuation

인도적 활동가, 군관계자, 지역 단체, 지역사회는 가족의 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를 치료를 목적으로 후송하거나 의료시설에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 가족분리

를 막기 위한 특별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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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2
영양과 아동보호 
Nutrition and child protection

아동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재난·위기 시에 모든 형태의 영

양결핍에 취약하다. 출생 후 2~3년(약 1,000일)은 아동 발달(신체, 정서,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

한 시기이므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동의 성장이 저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습관, 음

식금기, 가정 내 먹거리 차별은 여성과 남성, 남녀 아동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

한 불균형은 위기 시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기본적 영양과 발달요구를 적절하

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동시에 영양제공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위험예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기준

영양프로그램의 조사,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아동보호 고려사항을 반영한다. 모든 연령의 남

녀 아동과 보호자, 특히 임산부와 모유수유 산모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충분한 영양서비스와 
음식에 접근할 수 있다.

주요활동

아동보호 활동가의 주요활동

•  아동보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영양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영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본 기준에서 제시된 지표의 진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합의한다.

•  영양에 관한 질문을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의 토론에 반영하고, 그 토론에 교육 관련 

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다양한 보육환경하에 있는 아동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

다(예: 거주형 보호시설,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

•  아동보호와 영양프로그램간에 신원확인·사례의뢰체계를 포함해 명확한 관리운영규정을 마

련한다.

•  엄마를 잃고 수유를 받지 못하는 영아를 위해 영양활동가와 협력하여 모유수유가 가능한 여성

이나 유모를 찾는다(또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적절한 대체 영양분 공급방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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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설 내부나 근처에 모유수유를 위한 적절한 공

간을 제공한다.

•  모유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모유수유 여성을 파악한다.

•  영양 관련 활동가와 협력하여 가정별 식품소비 유형, 가정 내에서 누가 식단을 정하고 누가 주

로 소비하는지를 파악한다.

•  지역사회 동원, 예방 메시지, 모자지원센터child-mother centres 측면에서 영양분야와 함께 영양

과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기술적으로 정확한 메시지가 포함된 공동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  가능하다면 영유아 섭식이나 위험군 아동을 위한 보충식을 아동보호 활동에 포함시킨다.

•  영양관련 담당자와 협력하여 치료식therapeutic feeding services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

련한다.

•  생후 6개월의 완전모유수유와 6개월 이후 모유수유 지속을 보장, 권장, 지원하고 동시에 생후 

2년부터는 연령에 맞는 영양보충식이 병행되도록 한다.

•  어머니가 없는 기간 동안 아동에게 임시 보호 등 후속조치를 통해 영양지원센터nutritional 

centres에 위탁된 가족을 지원한다.

•  아동보호와 영양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검토에 가장 유용한 기존 포럼(팀·클러스터회의)을 파

악한다.

•  양질의 영양 개입조치가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의 

이야기를 포함해 성공 사례를 수집한다.

•  영양과 아동보호 연계가 재난후수요분석Post Disaster Needs Analysis 또는 분쟁후수요분석Post 

Conflict Needs Analysis 등의 평가 및 자원배분 프로세스에서 검토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인다.

영양관련 활동가의 주요활동

•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안전을 각 영양 개입조치의 하위 목표로 삼는다.

•  영양관리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훈련된 직원 가운데 최소 1명을 업무담당관 또는 사회복지사

로 선정하고, 해당 업무담당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생존자 파악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신감 강

화, 스트레스 대처 등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영양관리프로그램에 위탁된 보호자가 없고 분리된 아동을 모니터링하고, 누락된 아동defaulters

과 관련해 아동보호 활동가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예방·대응, 사례의뢰체계 등에 관한 아동보호 메시지를 영양, 지역사회 지원, 인식제고에 관

련된 활동에 포함시킨다.

•  심리사회적 지원, 성차이에 따른 폭력 등 보호관련 논의를 MTMmother to mother영양 활동에 포

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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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활동 센터에 훈련된 모유수유 상담가를 배치하고, 모유수유를 위한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

도록 한다.

•  영양프로그램과 관련 생계유지 활동이 아동보육 실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  임산부와 모유수유 산모, 아동의 영양요구가 충족되고 영양가치가 높은 보충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  영양, 교육, 조기 아동발달, 아동보호 프로그램에서 영유아의 심리사회적 자극활동을 위해 캠

페인을 벌인다.

•  영양관련 활동가들이 아동 안전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및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교

육을 받도록 한다.

•  교육, 수련회, 아동보호 활동가의 견해와 정보가 결과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워크숍

에 아동보호 활동가를 초청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가족결속을 포함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반영된 영양 프로젝트의 비율 100%

행동지표 행동목표

2.  아동보호 사례를 위한 보고·의뢰 채널을 보유하
고 활용하고 있는 보건·의료 시설과 영양급식센
터의 비율

70%

3.  보육시설에 위탁된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영유
아 가운데 안전한 모유수유를 해줄 보호자가 있는 
영유아 비율

80%

4.  영양프로그램을 통해 파악되고 아동보호 기관에 
보고된 가족분리, 폭력, 학대, 착취, 방임 의심사례
의 수

국가별 산정

5.  모유수유를 위한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는 아동보
호 활동의 비율 90%

6.  훈련된 아동보호 업무담당관이 있는 보충식 또는 
치료식 제공 시설의 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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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사항

1.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아동보호 단체,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들은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적절한 영유아 섭식 메시지와 다양한 영양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

•  영양관련 활동가가 없는 환경에 있는 아동과 여성의 영양상태 측정 및 모니터링 방법

•  영양관련 활동가가 없는 환경에서 모유수유와 보충식 문제가 있는 여성(산모)를 파악하는 방법

•  영양관련 활동가가 없는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영양경핍을 겪는 아동, 임산부와 모유수유를 하

는 산모를 파악하는 방법

•  확인된 사례를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방법

영양관련 담당자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동 폭력, 학대, 착취, 방임 의심사례 파악 및 보고 방법(예: 모유수유 산모와 강간에 의해 태어

난 아동간에 문제가 있는 일부 사례)

•  노숙아동 구걸아동, 장애아동, 고아원 위탁아동 등 특정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서비스 접

근성 확보 방법

•  아동보호 예방·대응 메시지를 지역사회 영양 지원에 포함시키는 방법(예: 영양활동을 수행하

면서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에 대한 라디오 메시지 방송, 적절한 수의 여성 영양 프로모

터 확보 등)

•  아동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예: 아동의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 아동이 체중계에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적임자는 해당 아동의 어머니임)

•  영유아를 위한 심리사회적 자극을 증진하는 방법

•  심리사회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모와 보호자를 파악하는 방법

적시에 적절한 보고·의뢰가 이루어지려면 아동보호 및 영양관련 단체와 특정 관리운영규정 및 

사례의뢰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기관 간, 그리고 전분야에 걸쳐 이

루어져야 한다(기준 1 참조).

2. 아동노동, 가족결속, 교육 Child labour, family unity, and education

아동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영양실조를 겪을 위험이 있거나 이미 영양이 결핍된 상태라면, 해당 

아동은 유해노동 등 유급 노동을 하기 위해 또는 먹을 것을 찾아 가족 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예: 식사가 제공되는 거주형 보호시설에 입주). 비슷한 이유로 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게 됨에 따

라 또래 집단과의 접근성 역시 약화되게 된다. 보호자가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 가족의 곁을 떠나

게 되면서 가족이 분리되는 상황은 아동의 보호와 가족의 결속력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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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역학관계와 가족이 내리는 선택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주형 

보호시설에 위탁된 아동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관련 개입조치가 아

동과 보호자의 분리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영유아 수유 Infant feeding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산모가 수유를 계속하고 모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산모가 원하는 경

우)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산모가 사망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유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모유수유가 가능한 여성을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 HIV 

감염률이 높다면 기존의 HIV 지침에 따라 수유 여성을 찾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다. 전통적, 문화적인 수유방식을 조사해 모유수유를 활성화하고, 어머니 또는 보호자지원 그

룹 조성을 뒷받침하고 권장해야 한다. 특정 사례의 경우 영유아에게 분유를 먹여야 할 때도 있

다. 재난·위기 시에는 분유사용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참고자료 목록 참조).

4. 어머니자조모임 Mother groups

영양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어머니자조모임Mother-to-mother groups은 성 차이에 따른 폭력과 

같이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협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 양육이 주요 목표인 어머

니자조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여성은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자조모임과 공동지원 네트워크는 강제이주에 따른 사회적 소외현

상을 타파하고 사회적 지원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어머니자조모임은 중장년

층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들을 지도하는 이상적 기회의 장을 제공해준다. 십대 어머니들이나 성

폭행에 의해 출생한 아동과 관련된 문제와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버지와 

다른 가족구성원(할머니 등)은 한 가정 내에서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자, 식사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을 어머니자조모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킬 적절한 방

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또한 모유수유기간을 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영양적 돌봄

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5. 영양실조 치료·예방 프로그램 Malnutrition treatment and prevention programmes

중도, 경도, 급성 영양실조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식 프로그램과 보충식 프로그램과 지방분 중심

의 영양보충이나 영양강화 혼합식을 이용한 영유아영양보충프로그램도 아동보호 활동에 포함

될 수 있다. 모든 치료식, 보충식, 영유아 영양보충식 대상자는 국가·국제 영양절차에서 정한 기

준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비스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 있어야 한다.

•  오명이나 ‘편파적’인 인식을 야기하지 않는 서비스

•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섭식습관과 동떨어진 유인요인pull factor의 역할을 하지 않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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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타민 A Vitamin A

아동의 면역체계 강화, 홍역과 설사 감소, 고위험군 내 아동사망 감소, 아동실명 예방 지원을 위

해 모든 보충·영양·급식 프로그램은 비타민 A가 풍부하거나 첨가된 음식을 사용해야 한다. 영

양강화 혼합식, 미량영양소파우더, 지방보충제와 영양분이 풍부한 식단 사용을 장려를 통해 아

동, 특히 2~6세 아동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s

영양 분야에서 전문 아동보호 업무담당관 또는 사회복지사 확보는 아동보호 고려사항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아동이 사망한 가족 지원

•  현장에서 아동과 가족의 분리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  아동 분리, 폭력, 학대, 착취, 방임의 잠재 사례 파악 지원

•  사례보고의 적절한 지원, 가족간 중재, 필요한 경우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

•  가족이 영양서비스 접근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예: 아동의 어머

니가 일반 식량배분을 수령하는 일과 아동을 영양센터에 데려다 주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해 조언 제공).

•  영양관련 담당자,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간에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뒷받

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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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3
물·공중위생·개인위생과 아동보호 
Water, sanitation and hygiene(WASH) and 
Child Protection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에 의한 안전하고 적절한 물·공중위생·개인위생(이하 ‘WASH’) 시설 

운영에 아동보호 활동이 도움을 주고 이러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동보호 활동가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WASH 활동가는 아동과 보호자를 보호하고 아동과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

기준

WASH 프로그램의 조사, 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아동보호 관련 문제를 반영한다. 남녀 아동

은 신체적, 성적 폭력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WASH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주요활동
아동보호 활동가의 주요활동

•  아동보호 조사정보를 WASH 활동가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WASH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논의할 시간을 갖는다.

•  본 기준에 제시된 지표 중 진정사항 파악에 어떤 지표를 활용할지 합의한다.

•  아동의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의 토론 내용에 WASH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키고, 토

론자리에 교육관련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다양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동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예: 보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

•  아동과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조기 WASH 활동가들과 WASH 개

입조치와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갖는다(위생시설의 적절한 이용, 건전한 위생습관, 안전한 물 관

리 및 보관 등).

•  이러한 내용을 아동보호 활동가가 수행하는 메시지 전달 사항에 반영한다.

•  아동보호 활동가의 교육내용에 건전한 위생습관이 포함되도록 한다(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 관리 및 보관, 적절한 위생시설 이용방법, 배설물 제거 등).

•  보호자가 아동의 배설물을 잘 치우도록 권장한다.

•  WASH 활동가에게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지역, 아동의 거주지 위치, 아동 취약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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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제공한다.

•  아동 보육시설에서 WASH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WASH 활동가를 아동보호 관련 교육 대상에 포함시킨다.

•  아동보호와 WASH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검토에 가장 유용한 기존 포럼(팀·클러스터회의)을 

파악한다.

•  양질의 WASH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의 

이야기를 포함해 성공 사례를 수집한다.

•  WASH와 아동보호 연계가 재난후수요분석Post Disaster Needs Analysis 또는 분쟁후수요분석Post 

Conflict Needs Analysis 등의 평가 및 자원배분 프로세스에서 검토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인다.

WASH 활동가의 주요활동

•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안전을 각 WASH 개입의 하위목표로 삼는다.

•  수요조사와 WASH 시설 및 서비스 계획 시 아동보호 활동가의 전문성을 충분히 이용한다(물 

배분장소, 화장실, 세면실 등). 여성과 여자아동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폭력, 착취, 학대, 방임의 위험이 특히 높은 아동을 개입조치 대상에 포함시킨다(예: 보육시설 

아동, 한 명 이상의 보호자를 잃은 아동,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동,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

애아동).

•   아동이 물을 구하러 가기 위해 학교에 결석을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위험한 지역에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나 몸집에 맞는 크기의 용기가 사용되도록 부모와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장소를 파악하고, 안전한 WASH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이때 WASH 시설은 채광이 잘되고, 잠금장치가 있으며 남녀의 구분이 되어 있

어야 하며 아동의 요구에 맞춰 설치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시설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성인

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  WASH위원회 대표자로서의 여성의 공평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WASH 시설의 파악, 

설계, 유지를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와 연령을 고려한 인명구조 메시지를 전

파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적응능력을 제공함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위생 담당자는 아동 생존자, 분리아동, 폭력, 착취, 학대, 방임 위험 아동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

게 보고·의뢰해야 하는지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   WASH 관련 당사자들이 아동 안전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및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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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교육, 수련회, 아동보호 활동가의 견해와 정보가 결과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워크숍

에 아동보호 활동가를 초청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가족결속을 포함한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반영된 WASH 프로젝트 비율 100%

(1)  ‘안전’은 상황에 맞춰 정
의, 합의되어야 하며, 성
별 이용시설, 실내 잠금

장치, 조명(이동 동선을 
따라) 등 여러 기준을 고
려해야 함.

(4)  ‘용기의 크기(매우 큰)’

는 아동보호 및 WASH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함.

2.  조사된 지역 가운데 여성과 여자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화장실, 샤워시설이 갖춰진 공동시설이 있
는 지역의 비율

100%

행동지표 행동지표

3.  아동에 적합한 WASH 시설이 마련된 학교, 아동친
화공간, 보건·의료시설 비율 90%

4.  조사대상 지역사회 가운데 아동에게는 너무 큰 
운반용기를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회 비율 10%

5.  위원회 대표의 남녀비율 1:1

6.  조사대상 개인위생 옹호활동가 가운데 아동폭력
(성폭력 포함) 생존자를 보고·의뢰할 곳을 최소 1
곳을 말할 수 있는 활동가의 비율

90%

지침사항

1.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아동보호 활동가 교육내용에는 적합한 WASH 관련 습관을 증진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관리 및 보관, 올바른 위생시설 이용법, 배설물 치우기 등). WASH 활

동가의 교육내용으로는 아동보호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 보고처, 보고를 받는 대상에 대한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메시지 전달 Messaging

주요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WASH 메시지와 아동보호 메시지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WASH 메시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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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선시되는 아동보호 메시지는 주로 가족결합, 안전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선적인 

WASH 메시지는 다음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효과적인 손 씻기(비누사용)

•  안전한 배설물 처리

•  가정용 식수 오염 줄이기(깨끗한 물 구하기와 운반 및 보관, 가정용수 처리)

물론 기타 내용의 메시지(고형 폐기물 처리, 적절한 배수시설, 질병매개체 관리, 아동 관련 장소

에 모든 동물의 접근 차단 등)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선택적인 우선순위에 해당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생시설과 개인위생에 대한 메시지는 아동의 연령, 장애, 성별측면에

서 적절해야 하고 보다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기준 3 참조).

3. 물보관 용기 Water containers

원래부터 물을 구하는 역할을 아동이 맡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역할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아동용’ 용기 사용이 권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물수집 지점을 계획할 경우에는 아동의 신체적 능력, 아동보호와 안전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 연령별 고려사항 Age groups

연령을 고려한 안전한 WASH 시설 제공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이나 세

면시설을 이용하는 데 안전함이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아동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용무를 보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갈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는 회수를 줄이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자제하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령별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0~4세 영유아 및 아동 – 아동이 직접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보호자는 세탁방법, 안전한 

아동의 배설물 처리방법, 기저귀, 유아용변기, 아동의 배설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아동

의 배변문제를 해결하는 기타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5~10세 아동 – 규모(면적), 접근성, 치안 측면에서 물과 위생시설이 조정되어야 한다.

•  11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 여자아동은 적절한 생리용품과 세탁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여자아동과 성인 여성 Girls and women

급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급수 일정은 모든 여성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하며 급수시간은 어둡

기 전에 물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픽토그램을 이용하여 남녀 구분 표시가 

되어 있고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남녀 6:4의 비율에 맞춰 제

공해야 한다. WASH 시설은 조명이 밝고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 이용으로 인

해 폭행이나 성추행 위험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197

기
준

 23

참고문헌

•  IASC (2005), Guidelines for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Chap. 4.5: Water and sanitation

•  IASC (2006). Women, Girls, Boys and Men: Different needs – Equal 

Opportunities. IASC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Chap: 

Gender and WASH in emergencies

•  The Sphere Project (2011).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Minimum 

Standards in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p.79

•  UNICEF (2011).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Schoolchildren in 

Emergencies: A Guidebook for Teachers

•  UNICEF/WHO (2009).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Standards for 

Schools in Low-Cost Settings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  www.oneresponse.info

•  www.unicef.org/wash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198

기
준

 2
4

기준 24
주거지와 아동보호 
Shelter and child protection

주거지Shelter는 아동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영역이다. 재난상황과 그 이후에 아동

은 수가 줄거나 구성원에 변화가 생긴 새로운 가족구조에 적응해야 하고, 심지어 혼자 생활하게 

될 수도 있어 이 시기에 아동의 취약성은 증가하게 된다. 피난 가족과 해당 지역사회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주거지 공급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주거지의 위치와 제공방법을 결정하는 데 인근 

지대와 부동산 권리에 대한 사전지식이 도움이 되며, 이는 추가적인 폭력, 특히 강제 퇴거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준

주거지 프로그램의 조사, 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아동보호 관련 문제를 반영한다. 모든 아동

과 이들의 보호자에게는 보호와 장애인 접근성 등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촉진하는 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한다.

주요활동

아동보호 활동가의 주요활동

•  아동보호 관련 조사정보를 주거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주거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갖는다.

•  본 기준에 제시된 지표 중 진전사항 파악에 어떤 지표를 활용할지 합의한다.

•  아동의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의 토론 내용에 주거지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키고, 토

론자리에 주거지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다양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동의 상황

에 대해 논의한다(예: 보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

•  원조를 필요로 하는 취약 가정을 위한 모니터링 요소가 포함된 사례의뢰체계 수립을 위해 조

기복구 활동가와 회의를 갖는다.

•  아동과 보호자가 주거지와 정착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정보와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아

동보호 활동가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주거지 담당직원에게 취학연령 아동, 아동친화공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와 함께 난민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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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촌에 있는 아동의 인원수를 제공한다.

•  주거·정착 단체 및 기관의 주거지와 정착촌 서비스에 아동보호 조치가 추가되도록 뒷받침하

고, 모든 아동을 2 대상으로 포함한다(기준 18 참조).

•  주거지·정착촌 관련 메시지를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활동에 포함시킨다.

•  주거지 관련 활동가들이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폭력, 학대, 착취, 방임의 피해아동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이들을 위해 사례의뢰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아동보호와 주거지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검토에 가장 유용한 기존포럼(팀·분야별 회의)을 파

악한다.

•  양질의 주거지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의 

이야기를 포함해 성공사례를 수집한다.

•  주거지와 아동보호 연계가 재난후수요분석Post Disaster Needs Analysis 또는 분쟁후수요분석Post 

Conflict Needs Analysis 등의 평가 및 자원배분 프로세스에서 검토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인다.

주거지·정착촌 관련 활동가의 주요활동

•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안전을 각 주거지 개입의 하위목표로 삼는다.

•  과잉수용을 방지하고, 주거지 제공차원의 대응이 가족의 결집을 뒷받침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계획과 실행을 검토한다.

•  재난·위기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남녀 구성원과 협력해 모두를 한곳에 정착시키거나 부

정적인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 규모, 장애성격, 가정의 요구에 대응하는 주거지

와 정착촌을 설계한다(기준 18 참조).

•  아동보호 활동가와 협력해 주거지·정착촌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

동, 성적 착취 및 학대, 불법아동노동 등의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임시 주거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아동보호 활동가와 협력하여 아동을 위한 적절한 공동공간(교육공간, 아동친화공간 등)을 파

악하고 아동의 활동, 비공식적 교육, 문화 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주거지 관련 활동가들이 아동 안전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및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교육, 수련회, 아동보호 활동가의 견해와 정보가 결과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워크숍

에 아동보호 활동가를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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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가족결속을 포함한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반영된 주거지 프로젝트의 비율 100%

(5)  아동의 ‘접근성이 좋은 
거리’는 국가별로 규정

하여야 함.

2.  조사대상 주거지 프로그램 대상자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기
여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

90%

행동지표 행동지표

3.  조사대상 아동보호 활동가 가운데 아동과 그 보
호자가 주거지 및 정착지 관련 문제를 알릴 수 있
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가의 비
율

100%

4.  조사대상 주거지 관련 활동가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과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아
동을 위한 사례의뢰체계에 대한 필수 지식을 증명
해 보일 수 있는 활동가의 비율

90%

5.  조성된 주거지 가운데 아동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 곳 이상의 장소(학교, 아동친화공간 등)에서 접
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주거지 비율

90%

지침사항

1. 조사 Assessments

조사에는 모든 남녀 성인과 아동이 참여하여야 하며 주거지와 관련된 아동보호 문제를 파악하

기 위해 위험에 노출된 보호자를 포함해 남녀 성인과 아동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지

의 물자 보급 시간과 장소, 배급 장소 선정과 관련해 별도로 성인 여성 및 여자아동과 우선적으

로 상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조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폭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여성과 장애인이 모니터링팀과 통역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아동의 경우 재난·위기 발생 전부터 장애가 있었거

나 재난·위기로 인해 장애를 얻은 경우도 있다. 모든 장애아동이 추가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거지 안팎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고, 화장실이나 기타 위생시설을 쉽

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지 계획자는 아동의 수, 학교와 아동친화공간 등의 갯수와 관련한 

필수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등록과정에서 파악된 주거지의 접근성 측면에서 특

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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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래밍 Programming

주거지 전문가와 협력해 가장 취약한 그룹의 장단기적인 주거지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지역사회를 설득해 여성, 소년소녀가정, 노인과 장애인이 머물 숙소를 짓는 데 도

움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그룹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주거지 프로그램을 조정하거

나(텐트를 배분 받기 위한 인원 수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등) 모든 가족을 위한 장기적 해

법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다처제 관행이 있는 경우 모든 가정(편부가정은 제외)의 성인여

성을 우선적인 지원 수령자로 등록하여 다른 부인과 그 자녀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 아동이 따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충분한 침구류와 담요를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분리되는 것을 예방하고, 여성과 아동의 사

생활과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한다(요리, 목욕 등). 채광이 잘되는 공간과 물·위생관리 시설을 제

공하여 정착촌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주거지 부지 선정 전략이 아동의 위험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한 

통학로, 충분한 아동친화공간을 마련하고 깊이 파인 구덩이나 개빙구역open water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다학제적 접근 Multi-disciplinary

주거지는 독립적 프로젝트 형태로 계획될 수 없다. 아동보호를 포함해 모든 분야의 조율을 통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4.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일반적으로 주거지 전문가의 전문교육 분야에는 아동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

보호 기관이 주거지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거지 제공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아동보호 내용이 포

함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202

기
준

 2
4

참고문헌

•  Corsellis, T. and Vitale, A (2005). Transitional Settlement: Displaced 

Populations

•  IASC (2005). Guidelines for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Chap. 4.7: Shelter and site planning and non-

food items

•  IASC (2006). Women, Girls, Boys and Men: Different needs – Equal 

Opportunities. IASC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Chap: 

Gender and Shelter in emergencies

•  IFRC and UN-Habitat (2009). Shelter Projects 2009

•  Joseph, A., John, F., Kennedy, J., Esteban, L. (2008), IASC Shelter 

Projects 2008

•  OCHA (2010). Shelter after disaster: strategies for transitional settlement 

and reconstruction. Geneva

•  The Sphere Project (2011). 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Minimum 

Standards in Shelter, Settlement and Non-Food Items, p.239

•  UNHCR and IOM (2010). Collective Centre Guidelines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203

기
준

 25

기준 25
난민촌관리와 아동보호 
Camp management and child protection

난민촌관리의 주요 목적은 효과적인 보호·원조 제공에 필요한 장소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난민촌의 물리적 계획 방법, 

지원이 배분되는 방법,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통해서 아동보호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난민촌관리팀은 아동이 난민촌 내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이 있다. 또한 특정 위험에 노출된 아동이 파악되면, 해당 아동의 요구를 조사하고 그에 맞춰 조

치를 조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난민촌관리직원

은 아동보호와 관련한 기술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준

아동보호 관련 문제를 난민촌관리 프로그램 조사, 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반영한다. 난민촌 
관리체계를 통해 전 연령의 남녀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한다.

주요활동

아동보호 활동가의 주요활동

•  아동보호관련 조사정보를 난민촌관리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난민촌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갖는다.

•  아동의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 토론 내용에 난민촌관리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키고, 

토론 자리에 난민촌관리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다양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동의 상

황에 대해 논의한다(예: 보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

•  분리아동, 소년소녀가정, 위험에 노출된 기타 아동, 보호자를 위한 숙소와 기타 공간이 확보되

도록 한다.

•  난민촌관리 구조에 아동 업무담당관이 포함되도록 한다.

•  지역사회 기반·국가적 아동보호 활동가가 난민촌관리 구조를 잘 파악하고 연계되도록 한다.

•  난민촌관리 담당자를 아동보호 훈련 대상에 포함한다.

•  난민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남녀 아동의 참여를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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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촌 내에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참여를 증진한다.

•  아동 프로파일, 위험에 노출된 아동 파악,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난민촌 등록, 난민촌관리와 협력한다.

•  아동에 대한 공평한 서비스, 자원 배분의 옹호 측면의 난민촌관리를 뒷받침한다.

•  폭력, 착취, 학대, 방임의 피해아동에게 적정한 대응조치가 취해지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

례의뢰체계를 수립한다.

•  성적 착취와 학대, 불만사항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난민촌관리를 뒷받침한다.

•  지역사회, 부모, 난민촌관리 활동기간에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  아동보호와 난민촌관리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검토에 가장 유용한 기존 포럼(팀·분야별 회의)

을 파악한다.

•  양질의 난민촌관리 개입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

의 이야기를 포함해 성공 사례를 수집한다.

•  난민촌관리와 아동보호 연계가 재난후수요분석Post Disaster Needs Analysis 또는 분쟁후수요분석
Post Conflict Needs Analysis 등의 평가 및 자원배분 프로세스에서 검토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인다.

난민촌관리 활동가의 주요활동

•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안전을 각 난민촌관리 개입의 하위목표로 삼는다.

•  아동과 부모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난민촌관리 구조 및 메커니즘에 남녀, 사회집단의 균형

이 맞춰지도록 한다(예: 장애아동, 소수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  난민촌관리 구조 내에 아동 업무담당관을 지정한다.

•  의사결정에 아동의 견해를 반영한다.

•  지역사회기반 아동보호 메커니즘과 국가단위 아동보호 활동가가 난민촌이나 일반 지역에 참

여하게 하고, 사례의뢰체계에서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  안전한 아동보호 모니터링을 난민촌에 실시 또는 지원하고, 특정 아동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사례의뢰체계 수립을 위해 아동보호 활동가를 모집한다.

•  인구 등록 활동을 활용하고, 부모와 지역사회에 문의하여 난민촌에 있는 아동에 대한 프로필

을 작성하고 특정 취약성이 있는 아동을 파악한다.

•  난민촌 내에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캠페인을 벌인다.

•  아동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지계획, 배분, 기타 난민촌활동을 조정한다.

•  난민촌관리 활동가 및 난민촌 내 기타 활동가들이 아동 안전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및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교육, 수련회, 아동보호 활동가의 견해와 정보가 결과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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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동보호 활동가를 초청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가족결속을 포함한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반영된 난민촌의 비율 100%

2.  조사대상 남녀 아동 및 보호자 가운데 해당 난민
촌을 안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 90%

행동지표 행동지표

3.  남녀 아동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
는 난민촌관리 구조의 비율 80%

4.  장애아동 또는 그 부모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난민촌관리 구조의 비율 60%

5.  아동보호 문제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
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난민촌관리자와 아동보호 
활동가의 비율

80%

6.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여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전
한 접근이 가능한(필요시 밤에도) 것으로 여겨지는 
기본 서비스 제공지점(급수 및 물자 배분지점, 보
건·의료 센터, 지역사회 센터, 화장실 등) 비율

100%

지침사항

1. 조사 Assessment

난민촌 관리를 아동보호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기에 앞서 난민촌관리 구조와 정치·군사 단

체간에 연계와 이들이 제기하는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업무담당관 Focal points

난민촌관리 구조 내의 아동 업무담당관은 난민촌 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난

민촌 관리에 맞도록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문제,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대변하도록 한다. 

그리고 접근이 가능하고 안전한 아동친화공간 계획을 보장하고, 난민촌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보

호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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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기반 Community-based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메커니즘은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보호 활동을 시행하는 데 효과적인 도

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난민촌 내에서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파악하고 참고하여 모니터링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기준 16 참조). 아동보호를 위한 기존 메커니즘과 구조에 대한 이해는 아동보호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 재난·위기사태는 기존의 긍정적인 구조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4. 공평한 접근 Equal access

모든 아동은 각자의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 건강·심리사회적 서비스, 오락 및 종교활동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정기적으로 현장을 검사·관찰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원조제공자를 통해 확보한 성

별·연령별 정보를 활용하여 남녀 아동이 난민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난민촌과 보안관리에 관한 정보를 남녀 아동과 성인에게 고르게 제공해야 한다.

5. 부지계획 Site planning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놀이공간의 위치, 규모, 갯수는 부지선정 초기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아

동친화공간, 학교, 놀이터 등을 위한 공간을 처음 부지계획 때 확보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공간이 

난민촌 외곽이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배치되거나 가용지 부족으로 계획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아동의 난민촌 체류기간, 이용 가능한 생계수단, 기

타 영구적 보호시설로 이동 가능성 등이 고려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한다. 텐트와 막사 

간 공간(거리)은 표준 치수에 맞춰야 한다.

6. 안전성 Safety

난민촌관리는 남녀 성에 따른 폭력, 납치, 공격, 아동노동, 전쟁잔류폭발물과 지뢰사고 등 안전문

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남녀 아동과 성인이 직면한 특정 보호위험과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관

한 분석데이터를 만들고 그 내용이 보안규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과 여자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적절한 조명 설치, 땔감을 줍는 길에 순찰대 파견, 등교길 모니터링, 전쟁잔류폭

발물 위험 지역 표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7. 불만·고충처리 메커니즘 Complaints mechanisms

남녀 아동과 성인이 난민촌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겪은 성적착취와 학대 사례

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불만·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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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6
배분과 아동보호 
Distribution and child protection

즉각적인 자원 배분은 인도적 대응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 중 하나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식량과 기타 구호물품의 배분 방식은 아동과 여성이 겪는 위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구호물품 보급은 제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

에 최상의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기준

아동은 폭력, 착취, 학대, 방임으로부터 남녀 아동을 보호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체계

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접근한다.

주요활동

아동보호 활동가의 주요활동

•  아동보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구호물품 배분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배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본 기준에 제시된 지표 중 진전 사항 파악에 어떤 지표를 활용할지 합의한다.

•  아동의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아동과의 토론 내용에 배분에 관한 질문사항을 포함시키고, 

토론 자리에 교육관련 활동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각기 다른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예: 거주형 보호시설, 소년소녀가정, 노숙아동, 장애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과 집안의 최고 연장자가 아동인 가정에 배급카드ration card를 발

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물품배분팀에 제공하고, 추가적인 가족분리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이

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및 비식량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물품배분팀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물품 배급소까지 또는 물품을 배급 받는 동안 아동 곁에서 함께 있어주어야 한다.

•  라디오, 인쇄물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아동과 장애인이 배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문화적으로 적절한 여성용 비식량 위생물품과 아동을 위한 특정 물품을 배분팀에 인도한다

(예: 아동복, 신발, 남녀 아동이 따로 잠자리 분리를 위한 충분한 침구류와 담요, 필요시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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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이 가능한 모기장, 문화적 특성에 따라 천 기저귀와 장난감도 고려할 수 있다).

•  배분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배분계획으로 인해 아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예: 안

전하고 깨끗한 배분장소 확보, 안전하고 체계적인 배분, 배분장소에 그늘과 식수 제공, 배분팀

의 물품 수령자 정보 숙지). 편부모 가정의 아동의 경우 물품 수령자를 어머니로 하는 것이 좋

다.

•  배분팀과 협력하여 소외아동(노숙아동, 손상아동, 장애아동, 소년소녀가정 등)이 배분장소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

•  배분을 둘러싼 폭력과 학대 사례를 보고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보고체계를 공동계획하

고, 보고체계의 수혜자들이 무상의 인도적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배분팀과 협력하여 등록접수 담당자가 아동보호 문제, 고려해야 할 취약성 기준, 접하게 될 모

든 취약성 사례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한다.

•  배분팀이 군중통제 및 아동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최소기준 충족을 위해 가능한 아동보호 담당직원이 배분현장에 배치되도록 한다.

•  아동보호와 배분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인 검토에 가장 유용한 기존 포럼(팀·클러스터회의)을 

파악한다.

•  우수한 배분 개입조치가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의 

이야기를 포함해 성공사례를 수집한다.

•  배분과 아동보호 연계가 재난후수요분석Post Disaster Needs Analysis 또는 분쟁후수요분석Post 

Conflict Needs Analysis 등의 평가 및 자원배분 프로세스에서 검토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인다.

배분 활동가의 주요활동

•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안전을 각 배분 개입조치의 하위목표로 삼는다.

•  배분 계획과 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아동보호 활동가를 모집한다.

•  여성과 남녀 아동이 배분 시스템 계획과 개발에 참여시키고, 여성, 청소년, 남녀 아동이 이러한 

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식량 및 비식량 물품이 목표 대상에 전달되도록 여성, 남녀 아동, 기타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영양상태뿐만 아니라 식량 및 비식량 물품의 전 배분과정을 모니터링한다.

•  일부다처제 관행이 있는 경우 모든 가정(편부가정은 제외)의 성인 여성을 우선적인 물품 수령

자로 등록하여 다른 부인(후처)과 그 자녀가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  소년소녀가정,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이 각자의 이름으로 배분카드를 지급받도록 하고, 

추가적인 가족분리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식량 및 비식량 물품을 지급한다.

•  모든 여성에게는 위생물품 및 개인용 위생물품을, 아동에게는 아동복과 전염병이나 손상에 대

한 취약성을 줄여주는 보조구두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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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 활동가에 의해 파악된 위험 아동이 배분장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예: 노숙아

동, 손상당한 아동, 장애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  배분시 발생하는 폭력과 학대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보고체

계가 실행되도록 하고, 원조 수혜자들에게도 해당 원조가 무상임을 알린다.

•  등록, 배분, 설명회에 진입·출입 줄을 분리하여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보호자가 없는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배분 관련 활동가들이 아동안전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및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을 받도록 한다.

•  교육, 수련회, 아동보호 활동가의 견해와 정보가 결과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워크숍

에 아동보호 활동가를 초청한다.

측정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고

1.  조사대상 구호물품 수혜자 가운데 배분활동에 의
해 자신과 아동의 안전 및 복지가 위태로워지지 
않았다고 밝힌 수혜자 

100%

2.  배분 계획 시 남녀 아동과 그 보고자가 재난·위기
상황에서 직면한 특정 취약사항을 고려함

해당됨

행동지표 행동지표

3.  조사대상 분리아동, 노숙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운
데 식량 및 비식량 물품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

100%

4.  비식량 배급계획에 다양한 연령의 남녀아동을 위
한 비식량 물품이 포함됨

해당됨

5.  조사대상 소년소녀가정,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중 배급수령을 위해 등록된 아동의 비율 100%

6.  모든 연령의 남녀아동, 특히 특수한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
으로 조사된 배분활동

90%

7.  조사대상 배분 담당직원 가운데 기본적인 아동 
안전보호 정책에 서명동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의 비율

90%

8.  배급 관련 활동가를 통해 아동보호 사례관리 시
스템에 보고된 사례의 수

상황별 산정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211

기
준

 26

지침사항

1. 고위험군 아동 Children most at risk

고위험군 아동에는 다음이 해당된다.

•  동반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  소년소녀가정

•  자녀가 많은 한부모 가정

•  조손가정

•  원조물품수령을 장애가 있거나 손상을 당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하는 경우

고위험군 아동은 아동보호·배분 기관 간의 연계된 노력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단위

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아동을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노숙아동의 사례처럼 혼자 사는 아

동이나 그룹으로 흩어진 아동의 경우 가족단위를 적용해 파악하기 어렵다.

2. 모니터링 Monitoring

공식·비공식 모니터링은 배분과 아동보호 활동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아동친화공간을 이용하

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아동은 취약한 그룹에 제대로 배급활동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배분 Distribution

배분장소는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물품이나 

용기는 아동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배분시기는 가족간의 역학관

계dynamics, 성별에 따른 역할, 아동의 일상활동(형제나 가족 중 병자나 노인 돌봄 등 가사활동), 

학교수업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배분장소에 가려면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가정(배분장

소에 가기 위해 보호자가 어린 아동을 혼자 둘 수밖에 없는 경우)을 위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4. 등록장소 Registration points

아동보호 팀원과 협력하여 등록지점이나 아동이 배분을 받고 떠나는 자리에 아동용 접수처desk

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역할을 할 직원을 최소 한 명은 배치해야 한다. 관련 교육을 받은 

직원을 배치하여 배급장소에서 확인될 수 있는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의 등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직원은 배급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학대 또는 착취

에 대한 보다 심각한 불만사항을 접수할 보고메커니즘의 대행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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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아동 Separated children

배분장소나 기타 다른 장소에 홀로 있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특정 아동이 가족과 분리된 것으로 

여겨질 때, 해당 아동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먼저 아동 주변에 있는 사람

들에게 아동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해당 아동이 가족과 분리된 아동인지 혹은 동

반자가 없는 아동인지 확인해야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운 부모가 곧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지를 알지 못하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전

에 먼저 주변에 있는 성인이나 연령이 높은 아동에게 해당 아동(영유아)이나 그 가족에 대해 아

는 것이 있는지를 묻거나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아야 한다(해당 장소에 아동을 그대로 

두어도 위험하지 않은 경우). 영유아나 장애아동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동이 혼자가 된 장소

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기준 13 참조).

6. 선별적 지원 Targeted assistance

포괄적 범주(예: 분리아동, 과거에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가담했던 아동 등)에 기반한 특정 대상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아동보호 활동단체와 협력하여 학대, 착취, 폭력에 대한 취약성에 기

초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재난·위기 생존자에

게 원조를 제공하고, 배급 프로세스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취약 그룹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7. 고충처리 메커니즘 Complaints mechanisms

물품 배급이나 등록과정에서 남녀노소가 경험할 수 있는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를 신고접수하고 

조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불만신고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자는 불만신고 사례의 

수와 유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프로젝트 관리회의의 상시 안건으로 삼아 신고사항에 

대한 대응과 해결방법의 만족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불만신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및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조치가 늦어질 경우 반복적인 학대행위나 생존자 협박 등 추가적인 학대

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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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kok Principles on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adopted at the Asian-

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in 1966)

•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1969)

•  European Union’s Council Directive on minimum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and 

status of third country nationals and stateless persons as refugees or as persons 

who otherwise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content of the protection grante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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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a

Access(접근성)

‘접근성’은 서비스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서

비스나 시설 이용 시 보안적으로 또는 실질적, 재정적,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장벽

이 없을 때 이를 무제한 접근이라 한다. 일반 국민의 보편적 접근이나 특정한 요구가 있는 사람

들의 공평한 접근도 ‘접근성’에 해당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

도적 기관의 능력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

Actors(활동주체)

인도적 대응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방 정부, 지역사회, 군, 혹은 민간단체.

Accountability(책무<성>)

범분야적인 책무(성)는 정의하기 어렵다. Sphere 프로젝트에서는 책무를 ‘인도적 기관의 책임 

있는 가용자원 활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원활용을 위해 인도적 기관은 다음을 이행

해야 한다.

•  결과와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비행동) 근거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기관의 프로그램이 모범사

례와 공통적인 합의사항(예: 해당 분야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증거기반 기준)에 어떻게 부

합하는지 설명한다.

•  기관의 활동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즉 재난·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관련해 인도

적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이들의 요구, 우려사항, 역량을 고려해야 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과 참여권리를 존중하고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우수성Quality’ 참조).

Age(연령)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연령층으로써 0~1세 영아와 10~19세의 청소년이 아동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10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본다.

Alternative care(대안적 돌봄)

대안적 돌봄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돌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대안적 돌봄의 예로는 친인척

위탁, 위탁보호, 가족기반 또는 가족형 위탁, 아동보호시설(거주형), 감독형 독립생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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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d Conflict(무력분쟁)

‘분쟁Conflict’ 참조.

Assessment(조사)

조사는 다음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I. 재난·분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II. 이재민이 직면한 우선적 요구와 위험요소

III. 생존자의 대응메커니즘을 포함해 활용 가능한 대응 역량

IV. 주어진 요구, 위험, 역량에 가장 적합한 대응형태

V. 복구와 개발 증진 및 촉진 가능성

적절한 대응은 원조가 제공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정된다. 재난

에 영향을 받은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얻어진 정보나 요구와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증거 역시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Sphere 핸드북 핵심기준 3 ‘조사’ 참조).

초기조사 initial assessment는 갑작스런 재난, 위기 발생 발표에 뒤이어 실시되는 초기 조사작업이

다. 조사의 목적은 인명구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과 현황조사를 동시에 또는 각각 수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또는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외부원조 형태

와 규모에 대한 초기 지표를 제공하는 데 있다. 초기조사는 가능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주로 기

존 보고서, 해당 분야 옵서버와의 계약 등 2차 데이터에 의존해 실시한다.

신속조사 rapid assessment는 정보 제공자와 그룹 인터뷰, 때로는 제한된 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기(신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분한 상황파악을 통해 필요한 대응의 종류, 규모, 시기를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상적

으로 신속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소규모의 단일민족 사회인 경우 1주일 이내, 대규모의 다민

족 사회는 6주 가량이 소요된다.

심층조사 in-depth assessment는 신속조사 방법과 개연성 표본조사를 기초로 한 가구조사를 병행

하거나 피해인구 가운데 특정 하위그룹을 대표하는 소그룹의 사람들과 다각적인 심층인터뷰를 

포함한 신속조사 방법을 사용해 진행된다. 두 방법 모두 해당 인구에 속한 각 하위그룹의 가구특

성 파악,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이해, 각 하위 그룹의 회복 전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심층조사에는 대규모의 적시 투자와 자원이 필요하고, 무작위 횡적 표본 추출법이 사용되기

도 한다. 심층조사는 모든 분야의 현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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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pacity-building(역량구축)

개인,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식, 능력, 기술, 자원을 

강화하는 것을 역량구축이라 한다. 본 핸드북에서의 역량구축은 재난 생존자와 관련되어 있다. 합

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을 하나로 묶어 이를 ‘역량Capacity’이라 한다.

Child-friendly spaces, CFS(아동친화공간)

아동친화공간은 안전한 장소나 학교처럼 자유롭고 구조화된 놀이, 레크리에이션, 휴식과 학습활

동을 위해 지역사회가 조성한 환경을 말한다. 아동친화공간은 보건, 영양, 심리사회적 지원 그리고 

정상감과 지속성 회복 활동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며, 이용 대상이 특정 연령대의 아동일 수도 있고 여러 연령대의 아동이 될 수도 있다. 아동

친화공간과 학교는 재난·위기 발생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Child labour(아동노동)

아동노동은 법적인 취업최저 연령 미만인 아동의 노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노동에 대한 최소 연령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전일제 근무 연령은 의무교

육이 끝나는 연령대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노동의 범주에는 단순업무, 위험한 일, 기타 최

악의 아동노동 행태가 포함된다. ’아동노동’이란 아동에게서 어린 시절, 잠재성, 존엄성을 빼앗는 

노동을 의미한다.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아동에 해로운 일, 학교에 갈 기회를 빼앗

거나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학교수업과 장시간의 과도한 일을 병행하도록 만들어 

아동의 학교교육 이수에 지장을 주는 일도 아동노동에 해당한다.

Cognitive(인지)

인지과정은 사고, 상상, 인식, 기억, 의사결정, 추리, 문제해결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과정이다.

Complex emergency(복합적 비상사태)

복합적 비상사태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생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국가 또는 지역 당국

의 기능이 완전히 혹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민의 생명, 안녕, 존엄성이 위협을 받는 상태를 의

미한다. 위기는 분쟁이나 소요사태와 같은 인위적 행동 혹은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적 요

인이 각각 또는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다.

Conflict(분쟁)

분쟁이란 지역사회나 일반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둘 이상의 당자자간 폭력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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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이나 폭력 위협에 의한 탄압, 무력분쟁 수준의 폭력행위가 자행되는 상황도 분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에선 교전의 강도가 전쟁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을 ‘무력분쟁’으로 보고 있

다. 국가간 분쟁에 ‘무력분쟁’이란 용어를 적용하는 시기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지

만 내전과 관련하여 ‘무력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본질적으로 무

력충돌은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준의 폭력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

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 같은 국내적 소요와 긴장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8조2항다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제인도법에서 특

별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한다.

Coping(대처행동)

대처행동은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힘든 환경을 관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

이고, 스트레스나 갈등 극복, 감소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Crisis(위기)

‘재난Disaster’ 참조.

d

Desk review(문헌검토)

서류의 검토

Dignity(존엄성)

존엄성은 신체적 안녕을 넘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이에 따라 자유로운 주체

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용어다. 존엄성은 인간의 온전함을 반영하고 있으

며, 모든 인권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안보, 인권 존중 보장은 존엄

성 있는 삶의 근간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재난에 영향을 받은 사람

들의 존엄성과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친다.

Disability(장애)

국제장애분류는 장애를 심신의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의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적, 사회적인 장애 모델 역시 장애의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력과 

보행능력 손상, 화장실 이용과 옷 입기, 학교나 사회서비스(남녀 아동의 보편적 권리) 이용 능력

의 손상도 장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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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ggregated data(분류데이터)

분류데이터는 성별과 연령과 같은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된 통계를 의미한다. 인구통계를 남녀

로 구분하면 성별 분류데이터, 연령별로 구분하면 연령별 분류데이터가 된다.

Disaster(재난)

재난이란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기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는 사태로서 인적, 물적, 경제적, 환

경적 손실을 수반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가용 자원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

선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본 핸드북에서 ‘재난’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분쟁, 질병발생 상황(진행속도에 상관없이), 도시·지방 환경, 복

합적인 정치적 비상사태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와 인재, 분쟁과 함께 이와 관련한 ‘위

기crisis’와 ‘비상사태emergency’도 재난에 해당된다.

Disaster preparedness(재난대비)

재난대비는 위험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취하는 활동과 조치로서 적시적, 

효과적인 조기경보 발령과 위험 지역 주민(소유물 포함)의 임시대피 등의 조치를 예로 들 수 있

다. 줄여서 ‘대비prepared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관련 기관, NGO, 정부부처 차원의 대

응에 대한 준비태세를 말하기도 한다.

Disaster risk reduction(재난위험경감)

재난위험경감은 재난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재난위험을 줄

인다는 개념 또는 이러한 개념의 이행을 의미한다.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조치로는 재난위험에 대

한 노출 감소, 인적, 물적 취약성 경감, 토지와 환경의 현명한 관리, 재난대비 개선 등이 있다.

Duty bearers(의무이행자)

의무이행자는 권리보유자의 권리가 충족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

Early recovery(조기복구)

조기복구는 인도적 대응 상황에서 비롯된 다면적인 회복과정을 의미한다. 인도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개발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한 발전기회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조기

복구는 위기 후 한 국가가 보유한 자립적인 회복 프로세스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본 서비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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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단, 주거, 거버넌스, 안보와 법치, 환경, 난민의 사회 재통합을 포함한 사회적 분야 등이 조기

복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영유아발달)

영유아발달이란 0~8세 아동이 최적의 신체건강, 주의력, 정서적 자신감, 사회적 능력, 학습 준비

도를 발달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재정적 정책과 건강, 영양, 물, 위생시설, 

위생상태, 교육, 아동보호 서비스를 통합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유지된다. 아동과 가족이 

우수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취약집단이다.

Emergency(비상사태)

‘재난Disaster’ 참조.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전쟁잔류폭발물)

전쟁잔류폭발물은 분쟁기간 동안 혹은 분쟁 이후 해당 지역에 남겨진 폭발위험이 있는 포탄, 수

류탄, 박격포, 로켓, 투하탄, 집속탄, 탄약 등의 폭발물이다. 국제법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은 불

발탄(IXO-이미 사용되었지만 불발된 폭발물)과 유기탄(AXO-분쟁 이후 남겨지거나 유기된 미

사용 폭발물)으로 나뉜다. 국제법상 지뢰(아래 정의 참조)는 전쟁잔류폭발물의 범주에는 포함되

지 않지만 본 지침에서는 지뢰를 ‘전쟁잔류폭발물’에 포함하고 있다.

g

Gender(젠더, 성)

젠더성, gender란 여성과 남성의 역할, 책임, 정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매김을 의미한다. 

남녀의 역할, 책임, 정체성은 문화마다 차이가 나고 시대별로 변화한다. 각 사회가 기대하는 남녀

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은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의해 결정된다. 성 역할, 책임, 정체성은 사회

적으로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성sex’ 참조).

h

Hazard(위험)

위험이란 인명 피해, 손상 또는 기타 건강상 악영향, 재산피해, 생계수단 및 서비스 손실, 사회경

제적 혼란,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자연현상이나 인간행위 또는 잠재적 피해를 가져오는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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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말한다.

Hazardous work(유해노동)

유해노동이란 해당 노동의 특성상 또는 해당 노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측면에서 아동의 건강, 안

전, 도덕성에 해가 될 수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금지되어야 하는 노동을 말한다(노동 최저 

연령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취업최저 연령은 ILO협약 제138호(취업최저연령에관한협약)에 규

정되어 있으며 ILO협약 제182호(최악의아동노동행태금지협약)은 최악의 아동노동 행태 4가지

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

고 있어 ‘유해아동노동 리스트hardous child labour list’는 개별 국가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아동노동행태금지협약(ILO협약 제182호)을 수반하는 지침인 ILO 최악의아동노동행태권

고안(190호, 1999)는 구속력은 없지만 금지되어야 할 노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준다. 또한 회

원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노출시키는 노동

•  지하, 수중, 높은 곳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  위험한 기계, 장비, 공구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운반하는 노동

•  유해한 물질, 시약, 공정 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도, 소음, 진동에 아동이 노출되는 해

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 노동 등 힘든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노동 또는 하루에 끝나지 않아 아동

이 귀가할 수 없는 노동형태

Human rights(인권)

인권은 모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인권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존엄한 삶

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누

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재난·위기 시 특정 인권은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상황이나 엄격한 조건하에서

만 가능하다.

생명, 건강, 신체적 안전과 관련된 권리는 재난·위기 시 비차별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행동에 있

어 최우선이 되곤 한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법상 협약에 명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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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ernally displaced persons(국내실향민)

국내실향민이란 무력분쟁, 무분별한 폭력상황, 인권침해, 자연재해 또는 인간에 의해 발생한 재

난의 영향으로 인해 또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 또는 일상적 거주지를 강제적 또는 의무

적으로 떠나게 된 사람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경을 넘지 않는 난민을 뜻한다.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은 다양한 국제조약과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

률규정에 포함되어 있다(1945년 UN헌장, 인도주의헌장 관련 주요 문서에 명시된 다양한 인권

협약 참조).

International refugee law(국제난민법)

국제난민법은 첫째, 박해로부터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 둘째, 관련 기준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자의 보호를 목표로 한 일련의 규정이자 절차다.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국제인도법)

무력분쟁은 인권법 조항 외에도 국제인도법의 규제를 받는다. 국제적인 분쟁인지 비국제적인 분

쟁(예: 내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97년 추가 조항과 같은 

다양한 국제인도법은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국가적 및 비국가적 분쟁 주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l

Landmines(지뢰)

본 핸드북에서 지뢰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대인 살상용 혹은 대전차 폭발물로써 사람이나 

차량이 밟거나, 가까이 가거나, 건드릴 경우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상대를 무력화하고, 주변의 여

러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죽게 만드는 무기를 의미한다. 최소기준의 목표에 따라 본 핸드북

에서는 지뢰를 전쟁잔류폭발물에 포함시켰다.

Learners(학습자)

학습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정규 학교 

학생,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연수생을 비롯해 읽기/쓰기/산술 수업, 지역사회의 생

활기술 수업, 일대일 학습 같은 비공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학습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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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kills(생활기술)

생활기술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의 요구와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

는, 긍정적인 행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뜻한다. 생활기술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정보분석

과 이용, 타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 일반적인 측면도 있고, 위험 감소, 환경 보

호, 건강 증진, HIV 예방, 폭력 방지, 평화 구축과 같은 특정 주제와도 관련된 측면도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해당 위기와 지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생활기술 강화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생활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Livelihood(생계)

생계란 삶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 자산, 기회, 활동을 의미한다. 자산으로는 재정적, 자연

적, 신체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들 수 있다(예: 상점, 토지, 시장이나 교통시스템 접근성) (도입-

‘식량안보 및 영양’ 참조).

해당 가정이 충격에 대처하고 회복이 가능할 때 그리고 가정의 역량과 생산적 자산을 유지 또는 

제고할 수 있을 때 가정의 생계가 지속가능하고 안정될 수 있다.

m

Mitigation(완화)

완화란 재난으로 인한 악영향을 경감 또는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화에는 물리적인 인프라 

차원의 조치와 환경 개선, 생계수단 강화, 공공지식 및 인식의 제고가 포함된다.

n

Non-discrimination(비차별)

비차별은 연령,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혹은 출신사회, 성적취향, HIV 감염, 언어, 종교, 장

애, 건강 상태, 정치적 견해 혹은 다른 의견, 또는 기타 지위를 포함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간, 

지역사회간에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모든 이를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

이 아니라 실제 요구와 역량에 맞춰 상이한 도움과 지원이 제공되는 접근성과 결과의 평등성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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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articipation(참여)

참여는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평가에 수혜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활동을 말한다. 진정

한 참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그룹이 참여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과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참여는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고 동원하는 방법이자 합의를 이루고 지원하는 방법이

다. 참여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Preparedness(대비)

‘재난대비Disaster preparedness’ 참조.

Prevention(예방)

예방이란 위험 및 관련 재난이 인명, 재산, 생계, 환경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다(‘대비Preparedness’ 와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참조).

Protection(보호)

‘보호’란 인권법, 국제인도법, 난민법IASC, 1999 등 관련 법의 내용과 정신에 입각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 확보를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보호는 연령, 성별 또는 인종

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나 기타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의 권리가 완전하고 공평하게 존중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호는 재난·위기 동안에만 강조되는 즉각적인 인명구조 활동의 

차원을 넘어선 활동이다.

Psychosocial support(심리사회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이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모두의 총체적인 안녕을 증진하는 프로세스와 조

치를 말한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분리아동의 가족 재결합을 

위한 노력, 재난·위기 시 교육 기회 조성 노력을 예로 들 수 있다.

Q

Quality(우수성, 양질良質)

‘우수성양질, 良質’은 특정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인도적 분야에

서는 효과성(영향력), 효율성(시의적절성 및 대응 혹은 서비스의 비용), 그리고 적절성(요구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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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고려한)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개선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피드백이 필

요하다. 공신력 있는 메커니즘 및 기준 대비 결과를 측정한다는 의미도 있다(‘책무성Accountability’ 

참조).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정성적·정량적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는 사례 연구,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상세한 설명, 경험, 의미를 제공

한다.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와 통계에 중점을 두며 상세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는다.

r

Resilience(회복력)

회복력이란 자연재해나 위기 같은 역경을 예측하고 견뎌내며 회복하는 개인, 지역사회,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력은 생계수단의 다양성, 대응메커니즘, 그리고 문제해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 동기, 낙관주의, 믿음, 인내심, 기지 등의 생활기술에 영향을 받는다.

Risk(위험성)

‘위험성’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위험의 규모와 영향력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개인의 취약성

(빈곤, 신체·정신 장애, 소외계층)이 존재하는 가운데 내적·외적 위협(자연재해, HIV감염, 성폭

력, 무력 공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위험성에 해당한다. 위험(성)은 물리적 위험으

로부터 보호, 구조적·비구조적 위험 경감, 대응·대비를 위한 자원 및 기술, 회복력과 대응기술

을 통해 경감된다(‘리스크 조사Risk assessment’ 참조).

Risk assessment(리스크 조사)

‘리스크 조사’란 사람, 재산, 서비스, 생계와 사람들이 의존하는 환경에 악영향일 미칠 수 있는 잠

재적 위험과 기존의 취약 요건을 고려해 위험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리스크 

조사에선 악영향을 견뎌내고 회복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고려되어야 한다(‘위험성Risk’ 참조).

S

Safety(안전)

‘안전’은 안전이 유지되는 상태이자 신체적, 개인적 안녕과 온전함, 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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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신적, 정치적, 정서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Security(안전보장)

‘안전보장’은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일반적인 환경, 신체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뜻한다.

Sex(성, 性)

‘성性’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적이고, 타고나는 것이므로 보통 달

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특성이다(‘성별gender’ 참조).

Stakeholder(이해관계자)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그룹, 기관.

Survivors of ERW/landmines(전쟁잔류폭발물/지뢰 생존자)

‘전쟁잔류폭발물과 지뢰 생존자/생존자’란 전쟁잔류폭발물 및 지뢰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정

신적 상처, 경제적 손실 혹은 상당한 기본권 손상 등 비치명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뜻한다. 좀 

더 넓게 보면, 생존자 가족(가장이 손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과 지역사회(경작할 땅을 잃은 경

우)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Sustainable(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사회

적으로 적절하다는 의미가 있다.

v

Vulnerability(취약성)

취약성은 어려움과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나 개인의 민감성을 키우고, 손실, 피해, 불안, 고통, 죽

음을 통해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나 프로세스를 의미한

다. 해당 사회의 차별이나 무시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지원메커니즘 붕괴

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취약성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 장애인, 노인, 편친 가정,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연루된 적 있는 아동, HIV/

AIDS 등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취약성은 쉽게 증가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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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ellbeing(웰빙, 복지, 안녕)

‘웰빙’은 전체적인 건강의 기본 조건이자 이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세스로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

적, 인지적 건강을 뜻한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웰빙에 해당된다.

•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 참여

•  행복하고 희망적인 느낌

•  바람직한 가치관(지역적인)을 지키는 삶

•  긍정적인 사회관계 및 지지적 환경

•  긍정적 생활기술을 이용해 문제점에 대처

•  보안 및 보호,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인지Cognitive’ 참조)

Worst forms of child labour(최악의 아동노동 행태)

‘최악의 아동노동 행태’는 ILO협약 제182호에서 정의한 용어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경우 

금지되어야 하는 노동형태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된다.

•  모든 형태의 노예생활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아동 매매, 인신매매, 채무노동, 농노, 강제

노동, 무력분쟁에서 아동을 이용하기 위한 강제 징집.

•  매춘, 포르노그라피 제작, 포르노그라피 행위에 아동 이용, 고용, 공급.

•  불법행위를 위한 아동 이용, 고용, 공급. 특히 관련 국제조약에 정의된 약물의 생산과 밀매를 

위한 아동 이용과 공급.

•  해당 노동의 특성상 또는 해당 노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측면에서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성에 

해가 되는 일(‘유해노동hazardous work’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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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oR   Area of responsibility, 책임지역

AXO  Abandoned explosive ordinance, 유기탄

BID  Best interest determination, 아동 최선의 이익 결정

CAAC   Security Counci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UN 안전보장이사회

CAAFAG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

CBCPM    Community-based child protection mechanism,  

지역기반 아동보호 메커니즘

CBO   Community-based organisation, 지역기반 기구

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집속탄 금지협약

CFS   Child-friendly space, 아동친화공간

CLMS   Child labour monitoring systems, 아동노동모니터링시스템

CLWS   Children living and working on the streets, 노숙·구걸 아동

CP   Child protection, 아동보호

CPiE   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긴급구호 시 아동보호

CPIMS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아동보호 정보관리시스템

CPRA   Child protection rapid assessment, 아동보호 신속조사

CPWG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아동보호 실무그룹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아동권리협약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CwD   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아동

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무장해제, 제대, 복귀

DRR   Disaster risk reduction, 재난위기경감

EC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영유아발달

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ERW   Explosive remnants of war, 전쟁잔류폭발물

FTR   Family tracing and reunification, 가족추적과 재결합

GBV   Gender-based violence, 성폭력

GBVIMS    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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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정보관리시스템

IA CP IMS    Inter-agency child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기관 간 아동보호관리시스템

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설위원회

IAWG   Inter-agency working party, 기관 간 실무그룹

IAWG-UASC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위한 기관 간 실무그룹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 적십자위원회

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국내 실향민

IDTR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tracing and reunification, 

신원확인·문서화·가족추적·재결합

IMTF    Information management coordination taskforce, 

장보관리전담팀

INEE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긴급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

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국제비정부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국제구조위원회

MARA    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arrangements,  

모니터링·분석·보고방식

MBT   Mine Ban Treaty, 지뢰금지조약

mhGAP    WHO 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  

WHO 정신건강결여행동프로그램

MHPSS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RM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모니터링·보고 메커니즘

NFIs   Non-food items, 비식량품목

NG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비정부기구

NRCS    ICRC and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가 적십자·적신월사

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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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인권고등판문관사무소

PFA   Psychological first aid, 심리적 응급처치

PSS   Psychosocial support, 심리사회적 지지

SeeP    Small Enterprise Education and Promotion Network,  

소기업 교육과 홍보 (네트워크)

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관리운영규정

SRSG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사무총장 특별대표부

ToRs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UASC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UN   United Nations, UN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HIV/AIDS UN 공동 프로그램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 인구기금

UNCHR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Human Rights, UN 인권위원회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국제아동기금

UNICEF CCC   United Nations Core Commitments for Children (in Humanitarian 

Action), UN 인도적 활동 시 아동핵심책무

UXO   Unexploded ordinance, 불발탄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물·공중위생·개인위생

WCFL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WWNK   What We Need to Know, 알아두어야 할 사항

WWWW or 4W  Who does What, Where, When, 누가·무엇을·어디서·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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