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배움터 | 학교 안팎의 폭력 근절(#ENDviolence)을 위한 활동집

SAFE TO LEARN 

주제

시민 의식, 사회 연구, 철학, 언어, 창의적 글쓰기, 예술과 그림

비고

  이 활동집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주제

와 핵심 학습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는 4개의 활동을 제시한

다. 1부 강의를 우선 진행한 후, 2부의 적절한 활동을 선택

하여 진행한다. 

  강의 준비를 위해서는 부록 A의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할 

수 있다. 폭력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 진행 방

안 등을 제시한다.

  이 활동집은 '선생님', '학생', '강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 아동 클럽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수업은 8~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4~7세 및 

14세 이상 아동을 위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활동 4의 

만화 콘테스트는 8~18세를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활동 전 '말랄

라가 소개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비디오를 시청한다. 아

동 권리를 학습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세계 어린이의 날을 

위한 수업' 강의 지도안을 참고한다.  

학습 목표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다른 아동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위한 옹호 활동을 

진행하는 데 동기를 부여한다.

  글쓰기와 그리기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준비물

  종이, 글쓰기 및 그림 그리기 재료

  관련 부록 복사본

  인터넷 접속, World’s Largest Lesson(WLL) 애니메이션 

및 온라인 자료 시청을 위한 시청각 기기(선택)

UN 아동권리협약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보편적 권리를 갖는다 (19 &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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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CEF / UN0202369 / DEJONGH

https://www.youtube.com/watch?v=pNv7QHxAt5Q
https://www.youtube.com/watch?v=pNv7QHxAt5Q
http://www.unicef.or.kr/education/wll.asp
http://www.unicef.or.kr/education/wll.asp
https://vimeo.com/1388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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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집 이용 방법

활동 기한

   이 활동집은 유니세프의 #ENDviolence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

한 학교 안팎의 폭력 근절에 집중해야 한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아동 폭력 근절'이라는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

   폭력과 안전은 장소 및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해당 주제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

고,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끌며 수업을 진행한다. 

   이 활동집은 활동 가능 시간과 자료 및 아동의 나이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며 활용할 수 있다.  

활동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의 활동 진행 시에는 제출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1부의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려면, 2019년 5월 1일까지 설문지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이 활동 4의 세계 학교 만화 콘테스트에 참여하려면, 2018년 10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이 유니세프 폭력 근절을 위한 유스 매니페스토(UNICEF End Violence Youth Manifesto)에 참여하려면, 2018년 10

월 30일까지 WLL 디지털 지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 어린이의 날(World Children's Day)을 위한 활동들은 2018년 11월 20일에 진행될 것이다.

   아동의 목소리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나 SDGs 국가 보고서와 같은 국가의 옹호 과정에 포함시키려면, 국가별 일정을 확

인해야 한다.

연령 8~14세
(4~7세, 14세 이상 활용 가능)

총 소요 시간
1부: 35분  2부: 35~60분 이상

주제 배경지식을 익히고, 추가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출처 및 부록 A의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된 아동 보호 
고려 사항을 숙지한다.

1부 활동을 
진행한다(35분).

STEP STEP STEP
2부에 제시되어 있는 4개 활동 
중 1개 이상 선택하여 진행한
다. (35~60분 이상)

모든 활동들은 다음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교 마을 국가 세계

http://uni.cf/ym-en


연령 내용 시간 부록 및 출처

4~7세
  그림을 보고 토론을 진행하며 주제를 제시한다.
  WLL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며 해결 방안을 생각해본다.

35

  A (교사용 지도서)
  B (그림)
  C (설문 조사)
  D (지속가능개발목표)
  E (아동권리협약)
  인터넷 연결(선택)

8~14세
  그림을 보고 토론을 진행하며 주제를 제시한다.
  학급 공동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아동권리협약과의 연결점을 찾는다.
  WLL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며 해결 방안을 생각해본다.

14세 이상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제1부

연령 내용 시간 부록 및 출처

4~7세   '약속 고리'를 만들어본다. 20
  G (약속 고리)
  글쓰기 및 그리기 재료, 풀, 가위

8~14세

  학급 설문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학급 안전 헌장을 만들고, 서명한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논의해본다.

35
  제1부의 학급 설문 조사 결과
  F (학급헌장 예시)
  글쓰기 및 그리기 재료, 풀, 가위

  학급헌장이 학교 전체에서 적용 및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60+

14세 이상   심화: 학생 주도로 안전한 학교를 위한 행진을 진행한다. 60+   H (안전한 학교를 위한 행진)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나는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안전 헌장 만들기제2부 활동 1

연령 내용 시간 부록 및 출처

4~7세

  명상을 통해 등·하굣길을 떠올려본다.
  세계 어린이의 날(World Children’s Day) 활동을 진행한다.

40~
60+

  B (그림)   
  I (명상 가이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마을 지도를 만든다.
  우리 마을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본다.

20

  J (마을 지도 제작 이모티콘)
  K (마을 활동 전략 만들기)
  마을 지도
  글쓰기 및 그리기 재료, 풀, 가위

  이상적인 안전한 마을을 그려본다. 20+

  인근 마을을 걸으며 안전한 장소와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60+

8~14세

  명상을 통해 등·하굣길을 떠올려본다.
  안전한 장소와 안전하지 않은 장소를 표시하며 마을 지도를 만든다.
  마을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마을 지도자에게 보낼 창의적 소통 방식을 고안한다.

40~
60+

  B (그림)     
  I (명상 가이드)    
  J (마을 지도 제작 이모티콘)
  K (마을 활동 전략 수립하기)
  글쓰기 및 그리기 재료, 풀, 가위
  제1부의 학급 설문 조사 결과 
  마을 지도

14세 이상   심화: 안전한 마을을 위한 행진을 진행하고, 행진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60+   H (안전한 학교를 위한 행진)

제2부 활동 2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나는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마을 지도와 행동 계획 만들기 

연령 내용 시간 부록 및 출처

8~14세 

  유니세프가 세계 각국 정부에 전하고 있는 옹호 메세지를 분석하고, 주요 메세지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옹호 전략을 수립한다.

40
  L  (유니세프 옹호 활동)
  M (옹호 전략)

  유니세프 유스 토크(UNICEF Youth Talk)을 시청하거나 참여한다.
  세계 어린이의 날(World Children’s Day)활동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옹호 과정(지속가능개발목표와 UN아동권리협약)에 반영한다.

각
20+

  인터넷 연결(선택)

14세 이상   심화: 옹호 전략을 더 발전시켜, 의사 결정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만든다.

제2부 활동 3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나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연령 내용 시간 부록 및 출처

4~7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힘쓰는 슈퍼히어로 만화를 그린다.
  (선택) 8~18세 아동은 세계 만화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우승자는 전문가 팀과의 협업을 통해 만화책을 출간할 기회를 얻는다. 

40
  N (만화 활동지)
  P (부모님 동의서 양식)
  글쓰기 및 그리기 재료
  스캔 또는 디지털 사진 기기, 이메일, 
   인터넷 연결

8~14세

14세 이상

  우리 스스로가 매일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다른 지속가능개발 만화를 살펴본다.

각
20+

  비고: 추가 강의 계획을 활용하여 더 심도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심화: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만화 내용을 연극으로 연출해보거나, 
            또 다른 결말을 친구들과 함께 제시해본다. 

제2부 활동 4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나는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3     SAFE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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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정하기

개념 정의하기

01

02

  부록 B의 그림을 이용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아동이 스스로 생각을 한 뒤에 (옆에 있는) 친구와 생각을 나누고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학급 전체와 이야기를 나눈다. 

  1단계에서 진행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이라면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
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활동을 돕기 위해 칠판, 바닥 등에 6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그 안에 아동의 모습을 그려 넣은 뒤 그 주변은 빈칸으
로 남겨놓는다(주변에서 아동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집, 학교, 마을, 국가,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

35분

다음과 같이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 세계의 아동, 성인, 기관들은 서로 다른 원 안에서 아동들이 안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히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을 완전하게 없애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활동이 학교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학교에서의 변화를 시작으로, 
또 다른 곳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안팎에서 아동이 어떻게 느끼는지 유니세프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유니
세프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아동이 어느 곳에서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니
세프는 많은 아동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동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니세
프의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록 B의 사진을 보며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Q . 아동은 어디에서 안전할 권리를 가질까요? (모든 곳에서)

Q . 아동은 어떤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신체적, 감정적, 성적, 온/오프라인 폭력으로부터)

Q . 어디에서 이런 유형의 아동 폭력이 발생할까요? (모든 곳에서)

Q . 특정 집단의 아동이 더 폭력에 노출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더 폭력에 쉽게 노출될까요? 

      (여자 아동? 장애 아동? 소수집단에 속한 아동?) 

Q . 이것은 과연 타당한가요? (아니다. 모든 아동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Q . 아동에 대한 폭력은 왜 발생할까요? 

      (태도, 다름에 대한 두려움, 권력 남용, 폭력을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 등)

Q . 폭력이 불러오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부록 A의 교사용 지도서를 확인한다.

제1부  

5분

10분

Q . 사진 속 아동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이렇게 느낀 까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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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마무리

06   학생들은 WLL 디지털 지도에 강의 참여 내용을 남긴다. 

  선생님은 학급 설문지를 WLL/UNICEF 데이터베이스에 올린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아동권리협약과 연결 짓기

04   지속가능개발목표(부록 D)와 아동권리협약(부록 E)을 참고한다.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가 어떤 목표, 조항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경우 주로 목표 4와 목표16,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19조, 28조와 관련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다른 목표 및 조항과 연결 지어볼 수도 있다.

5분

해결 방안 생각하기

05   3분짜리 WLL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

해본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5분

설문 조사 진행하기

0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록 C의 설문 조사를 진행한 뒤, 설문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해 본다. 설문 조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 과정'에 따라, 학급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왜 몇몇 학생들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토론한
다(이 과정에서 다른 답변을 한 학생을 공개하지 않는다). 세계 설문에 학생들의 답변을 제출하는 것에 다 함께 
동의한다. 

   WLL 데이터베이스에 학급 답안을 올린다.

  해당 자료를 통해 다른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합한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한다.

10분

세 가지 얼굴 표정 이모티콘을 교실의 여러 장소에 나누어 놓는다.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학생들은 적절한 

이모티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각각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다. 토론을 진행해보고, 친구들에 의해 

설득된 경우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다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3안

1안
눈을 감아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볼 수 없도록 한다. 선생님은 부록 C의 질문들을 하나씩 읽어주고, 

매우 동의, 가끔, 동의하지 않음에 손을 들도록 한다.

2안
학생은 세 가지 얼굴 표정 이모티콘(웃는 얼굴, 무표정, 싫은 얼굴) 종이를 각각 한 장씩 갖는다(부록 J 활용). 눈

을 감고, 선생님이 읽어주는 각각의 질문에 적절한 이모티콘을 들도록 한다.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설문 방식은 위에 제시된 세 가지 방식이나 직접 생각해
낸 방식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안전하다고 느낀다”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솔직하게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설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세계 설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각각의 이모티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자주 혹은 항상 그렇다.               종종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ke-every-school-safe-to-learn/
https://www.youtube.com/watch?v=0sdoTBv7Gz0
http://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ke-every-school-safe-to-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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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정하기

01   학생들이 제1부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요약해볼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아동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 학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제1부에서 진행한 학습 설문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전체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 나간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학교의 어떤 측면이 개선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나 장소를 떠올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5분

헌장 만들고 지키기

03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조를 구성하여 서로 합의한 아이디어를 적고 설명하며 공동의 학급 헌장을 만든다. 마
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급 헌장에 사인하며, 헌장이 학급의 '약속'임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부록 F에서 학급 헌장 예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헌장은 배너나 벽걸이용으로 제작 가능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의 목표 4와 목표 16, 아동권리협약 19조와 28조를 참고할 수 있다. 

  학생들과 교사는 헌장에 사인하고, 사진을 붙인다. 이러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헌장의 내용에 '동
의'하고 앞으로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헌장을 만들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논의한다. 친구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등 일상
생활에서 약속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가 ‘안전한 학습 환경 만
들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지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10분

35~60분 이상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나는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전 헌장 만들기

제2부 활동1

아이디어 떠올리기

02   소그룹으로 조를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5분의 시간을 주어 1단계에서 언급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반 전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단계별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많은 아
이디어가 제시될수록 좋다. 각 그룹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각 그룹에서 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받아 
적으면서 비슷한 아이디어는 합친다. 투표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도록 한다.

  학급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목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예
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아무 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겠습니다.)과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
는 일(예를 들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장 선생님께 화장실 문을 고쳐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을 포
함할 수 있다. 학생들의 영역 밖의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없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끔 독려할 수 있다. 

10분

Q . 만약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Q .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Q .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Q . 학급 헌장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킨 후, UN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활동 3을 참고한다.) 

   헌장은 1년간 교실 내 잘 보이는 곳에 둔다. 주기적으로 모두가 약속들을 잘 지키고 서로 합의한 내용에 진전을 
이루었는지 확인한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헌장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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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행진, 설문 조사, 행동 계획, 아동·성인 공동 위원회는 유니세프의 권리지킴이학교(RRS) 접근법을 토대로 한다. 권리지킴

이학교 접근법이란 매일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지킴이학교 계획은 점차 그 범위를 넓

혀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안전에 초점을 맞춘 아동권리를 다루고 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이 5분짜리 영상을 시청하고, 덴

마크,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국가별 사례를 참고한다. 

참고

수업 마무리

04   제작한 헌장, 약속 고리, 행동 계획의 사진을 찍어 WLL 디지털 지도에 올린다. 유니세프는 WLL 디지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1월에 

개발할 예정인 유니세프 폭력 근절을 위한 유스 매니페스토(UNICEF End Violence Youth Manifesto)에 반

영될 수 있다.

활동하기에 안전한 장소, 아동이 위험하지 않은 장소. 학급 헌장, 약속 고리 활동과 더불어, 혹은 이를 대신하여 학

생들은 선생님, 교직원, 학부모 등 어른들과 함께 '안전한 학교를 위한 행진'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를 돌

면서 아동들이 위험을 느끼는 장소와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혹은 시간, 사물 등)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다(진행 방법 예시는 부록 H를 참고한다). 이 활동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어른들과 함

께하는 활동이지만,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를 구분하는 일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

들과 어른들이 함께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들 사이의 관계를 비롯하여 아동과 어른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학교 내 장소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활동 행동 계획 수립 시 온라인 안전과 이

주 및 난민 아동의 학교 내 통합을 위한 계획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1년 간 아동·성인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진행하며, 연말에 제1부 활동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개선 사항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후 설문 조사 및 행진을 재진행하여 어떤 긍정적·부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60분모든 연령층을 위한 대안 및 심화 활동: 안전한 학교를 위한 행진

헌장 작성을 대신하여,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누리기 위한 '약속 고리'를 만든다. 부록 G를 활용하여 아동이 자신
의 생각을 적고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거야.”, 
“슬퍼하거나 혼자 있는 친구와 친해질 거야.”, “내가 만약 친구에게 화가 나도, 때리거나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등을 적어 넣는다. 약속 고리는 1년간 아동이 쉽게 읽고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20분4~7세 아동을 위한 대안 활동

고학년 학생들은 완성된 헌장을 교장 선생님에게 소개하고, 학교 전체의 헌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구
한다. 학교 전체 헌장을 준비하고 발표하여, 모든 학생에게 약속 이행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고학년이 저학년 
학생의 역할 모델이 되어, 저학년 학생들의 걱정거리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이끌어 준다. 

60분고학년 아동을 위한 대안 활동

약속과 권리에 대해 논의할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때만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권리와 책임'을 연결 짓지 

않도록 한다. 협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대상은 아동이 아닌 정부이고, 권리는 책임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대신,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학급 헌장에 명시된 '약속'들이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니세프영국위원회의 ‘Myths and misconceptions abou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

동권리협약에 대한 신화와 오해)’ 자료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비고

https://www.youtube.com/watch?v=qt7L8YjIWUI&feature=youtu.be
https://rettighedsskoler.unicef.dk/
https://rettighedsskoler.unicef.dk/
https://kinderrechteschulen.de
http://www.unicef.it/scuola
http://www.unicef.sk/skoly/skola-priatelska-k-detom
https://www.unicef.es/educa/centros-referentes
https://unicef.se/skolor/rattighetsbaserad-skola
https://www.unicef.org.uk/rights-respecting-schools/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uni.cf/ym-en
https://www.unicef.org.uk/rights-respecting-schools/wp-content/uploads/sites/4/2017/02/Myths-and-Misconceptions.pdf
https://www.unicef.org.uk/rights-respecting-schools/wp-content/uploads/sites/4/2017/02/Myths-and-Misconcep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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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분 이상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나는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을 지도와 행동 계획 만들기

제2부 활동2

상황 설정하기

01 부록 B의 그림과 관련하여 제1부에서 진행했던 논의들과 학급 설문 조사 결과를 떠올려보도록 한다. 이 활동은 모든 
아동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에 중점을 두어 진행할 것임을 설명한
다. 상황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학생들의 지역과 나이를 고려하여 부록 I의 명상을 따라하도록 지도한다.

5분

행동 계획 수립하기

03 3개 조를 꾸려, 조별로 한 개의 장소 혹은 상황을 나누어 갖는다. 부록 K의 질문을 활용하여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0분

메시지 전달하기

04   시간이 주어진다면, 부록 K의 질문 “누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알맞은 지역 내 이해관계자(예를 들면, 시장)를 설득할 수 있는 편지를 쓰거나 그 밖의 
창조적 의사소통을 생각하여 추진해본다. 예를 들어 포스터, 리플렛, 사진첩, 블로그, 브이로그, 엽서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목표 4와 목표 16, 아동권리협약의 19조와 28조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활동은 숙제로 진행할 수 있다. 

10분

마을 지도 만들기

02   마을 내, 특히 학교 주변 지역의 주요 건물, 장소 및 도로가 표시된 단순한 모양의 지도를 준비하여 보여준다. 이
는 실제 지도를 복사하여 준비하거나, 단순하게 직접 그려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명상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등·하굣길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
분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부록 J의 이모티콘을 오려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에  을 붙이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곳에는  을, 확실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곳에는  을 
붙인다.

  학급 전체에서 하나의 지도를 사용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혹은 2명 이상 조를 지어 여러 개의 
지도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급 전체와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결과에 대해 논의해본다.

15분

Q .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낀 까닭은 무엇인가요? 밝은 조명이 있었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른이 주위에 있었나요?

Q .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장소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Q .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변화 3가지를 골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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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마무리

05 학급 지도, 행동 계획, 편지 사진을 찍고 WLL 디지털 지도에 업로드한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지역 관계자들과 함

께 소통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다. 지역 관계자들이 한 약속을 덧붙인다. WLL 디지털 지도를 통해, 유니세프는 
학생들이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1월에 개발할 예
정인 유니세프 폭력 근절을 위한 유스 매니페스토(UNICEF End Violence Youth Manifesto)에 반영될 수 있다.

20 ~ 60분 이상4~7세 아동을 위한 대안 활동

활동하기에 안전한 장소, 아동이 위험하지 않은 장소

  학생들은 선생님, 교직원, 학부모 등 어른들과 함께 '안전한 마을을 위한 행진'을 진행할 수 있다. 학생 주도로 함
께 마을을 돌면서 아동들이 위험을 느끼는 장소와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혹은 시간, 사물 등)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진행 방법 예시는 부록 H를 참고한다). 행진을 마치고, 학교 주위 마을 내 안전한 곳과 안전하
지 않은 곳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3단계(행동 계획 수립하기)와 결합하여 진행한다. 학생 주도로 활동에 대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어른과 
함께 발전시키고 실행한다. 아동들과 어른들이 함께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들 사이의 관계를 비롯하여 아
동과 어른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학교 내 장소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바꿀 수 있다.

  WLL 디지털 지도에 사진을 올린다.

   학생들의 행동 계획은 1년간 지역 아동의회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의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장기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처음 제작한 지도에 제1부 활동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 답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활동 이후 개선 사항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후 설문 조사 및 행진을 
재진행하여 어떤 긍정적/부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학년 아동을 위한 심화 활동: 안전한 마을을 위한 행진

1안
간단한 학교 주위 마을 지도를 함께 만들어본다. 각 학생은 지도에 그려 넣을 마을 내에 있는 빌딩이나 마
을의 특징들을 고른다. 예를 들어, 학교, 놀이터, 상점, 시장, 병원, 주차장, 공원, 경찰서 등을 고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린 것을 바탕으로 학급 전체의 마을 지도를 만들어본다. 우리 마을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Q . 그들은 어디에서 일할까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WLL 디지털 지도에 사진을 올린다.

3안
학생과 교사는 학교 주위를 함께 걸으며, 그들이 놀고, 걷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서로에게 보여준다. 교
실로 돌아와 마음에 들었던 장소 혹은 무섭게 느껴졌던 장소를 그려본다. 서로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원한
다면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한다. WLL 디지털 지도에 사진을 올린다.

Q . 학교 주위에 공부하기에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있나요? 

Q . 그곳에는 무엇이 있나요?

Q . 어떤 냄새가 났나요?

Q . 어떤 색깔이었나요?

Q . 조명의 밝기는 어떠했나요? 

Q .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Q . 그곳에 없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깨진 유리, 더러운 물건 등)

2안 안전한 마을의 모습을 그림, 콜라주, 점토, 박스, 그 밖의 재활용품 등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가능하다면, 마을 행정가 혹은 결정권자에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동 결과를 소개해보자. WLL 디지털 

지도에 사진을 올린다.

4안 2018년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위한 활동을 골라 진행한다.

60분 이상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uni.cf/ym-en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s://uni.cf/wc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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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0분 이상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나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제2부 활동3

메시지 결정하기

02   2인 이상 조를 구성하여 학생들은 유니세프가 정부에게 아동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위해 어떤 내용들을 권
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록 L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완성한다.

  학급 전체 혹은 그룹별로 피드백을 진행하고, 학급에서 가장 관심 있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매겨본다. 

15분

상황 설정하기

01   학생들이 제1부 활동에서 진행했던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울 권리에 대한 논의에 대해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취해야하는 활동에 대한 비디오 내용을 떠올려본다.

  이 활동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점적으
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관련된 지속가능개발목표(목표 16, 목표 4)와 아동권리협약(19조, 28조)을 참고하도록 한다.

5분

Q .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부 및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Q .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협약 12조(아동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에 따라 아동들은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리,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 방안을 공유할 권리, 각각의 캠페인 강화를 위해 타 기관과 협력할 권리를 갖는다… 등

옹호 전략 세우기 

03   부록 M을 나이, 능력, 시간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 모든 문항을 활용하지 않고 1번, 2번, 3번, 5번 문항에만 집
중하여 간단히 진행할 수도 있다. 

   아동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계획을 수립해볼 것이
라고 설명한다.

   소그룹을 지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위해 2단계에서 확인한 우선순위를 활
용하여 부록 M의 표를 채우도록 한다. 각각의 그룹은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20분

Q . 질문에 답하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Q . 우리의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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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0분 이상심화 활동

  시간이 충분하다면 학생들이 전략 내용을 발전시키는 심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창의적인 의사소통 혹은 설득을 
위한 편지를 교육부 장관과 같은 의사 결정자에게 보낸다. 학생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목표 4, 목표 16 혹은 아동권리협약 19조, 
28조를 참고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유니세프 유스 토크(UNICEF Youth Talk)을 시청하고, 온라인 토론장에 그들의 생각을 남길 수 있다. 'Youth Talks 

Toolkit(유스 토크 툴킷)'을 참고하여 학교 내에서 청소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2018년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위한 활동을 골라 진행한다.

   정부가 언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나 지속가능개발목표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보고를 진행하는지 찾아보고, 이러한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지 알아본다.

   권리 옹호 전략, 의사소통 또는 편지 사진을 찍어 WLL 디지털 지도에 올린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국가 지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

수업 마무리

04 수립한 옹호 전략의 사진을 찍어 WLL 디지털 지도에 업로드한다. WLL 디지털 지도를 통해, 유니세프는 학생들

이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1월에 개발할 예정인 
유니세프 폭력 근절을 위한 유스 매니페스토(UNICEF End Violence Youth Manifesto)에 반영될 수 있다.

http://uni.cf/yt-en
http://uni.cf/yt-en
http://uni.cf/yt-en
https://uni.cf/yt-en
https://uni.cf/yt-en
https://uni.cf/wcd-en
http://www.childrightsconnect.org/crc-reporting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p/index.html
http://uni.cf/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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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분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나는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제2부 활동4

  학생들이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만들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험기를 창작해보는 활동이다.

  8~18세 아동이라면,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에 창작물을 출품할 수 있다.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
화 콘테스트 출품작 중 우수작을 선별하여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며, 우승작은 전문가 팀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만화책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우승작은 교육 및 평화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점검하는 UN 
세계 포럼에 출시된다.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일정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란?

  해당 활동은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만화 콘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경우, 부록 P의 부모님 동의서를 준비한다.

  학생들이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부록 N의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를 인쇄한다.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작업을 입력할 수 있다.

  글쓰기 및 그림 그리기 재료를 준비한다.

제2부 활동4  나는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3 

상황 설정하기

01 이 활동의 목표를 학생들과 공유한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만화 줄거리를 만들어 우리가 이 주제로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8~18세 아동의 경우 원한다면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에 창작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 우승자는 실제 만화책을 제작할 기회를 얻는다. 발간되는 만화책
은 UN에 소개된다.

10분

  2018년 10월 21일            슈퍼히어로 온라인 제출 마감

  2018년 11월 16~25일      세계 온라인 투표 진행

  2018년 12월                   우승자 발표 

  2019년 07월                   최종 만화책이 교육과 평화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인 목표4와 목표16을 점검하는 

                                         UN세계포럼에 소개

창의성 발휘하기: 캐릭터와 줄거리 발전시키기

02 이번 단계는 학생들이 슈퍼히어로 캐릭터와 줄거리를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부록 N의 활동지를 활용하되, 활동지에 
있는 내용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어 준다.

  활동지(부록 N)를 나눠주고, 2인 이상 조를 지어 함께 활동하도록 한다.

  안전하게 학습하기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했던 활동들을 떠올려 보고, 부록 N의 활동지 '1. 해결할 문제 고르기'로 넘어간다.

15분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선택하기

  그들이 만들어낸 슈퍼히어로가 가장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들을 고르도록 한다.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운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이 단계를 끝내면, 이제는 개인별로 활동을 이어 나간다. 부록 N의 활동지 '2. 슈퍼히어로'로 넘어가도록 한다.

https://comiccontest.wufoo.com/forms/s1oba0t50khz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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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능력 선택하기

  학생들이 선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초능력을 고르도록 한다.

3. 캐릭터 발전시키기

  각 학생들은 선택한 초능력에 근거하여 그들의 캐릭터를 발전시킨다. 이름, 출신지, 강적이나 그 외 다른 

   구체적인 특성들을 만들어낸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줄거리를 구성할 때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부록 N의 활동지 '3. 줄거리'로 넘어가도록 한다.

4. 이야기 만들기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슈퍼히어로 모험기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를 작성하기 어려워
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서론, 본론, 결론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론  어디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본론  자신의 슈퍼히어로를 소개하고, 슈퍼히어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결론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로, 슈퍼히어로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지, 문제를 극복한 뒤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묘사한다.  

그림 그리기

03 비고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림 그리기는 꼭 진행해야 한다.

  부록 N의 활동지 '4. 슈퍼히어로'로 넘어가도록 한다.

  학생들은 예술 형식을 빌어 그들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미술 수업이 있다면,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테스트의 우수 작품 선정 기준은 그림 실력이 

    아니므로, 막대로 사람을 표현해도 되고, 아주 단순한 그림도 괜찮다.

10분

완성하기, 제출하기 

04 (부모님 동의서를 받은 8~18세 아동인 경우) 학생들에게 그들의 창작물이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에 
제출될 것을 알린다. 

5분

학생 작품 제출을 위한 안내 사항 및 기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2018년 10월 21일까지 슈퍼히어로 작품을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는 전 세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
계 콘테스트로, 출품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작성된 창작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부록 O의 활동지(영문)에 활동을 진행한 후, 이를 스캔하여 engage@unicef.org와 cre@unicef.or.kr로 메일

을 보낸다.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워크샵에 참여했다면, 작품이 자동적으로 제출된다.

  스캔한 제출물은 반드시 부록 P의 부모님 동의서(영문)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홈페이지에서 전세계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며, 우승

자는 전문가 팀과 협업하여 만화책을 발간하게 된다. 

40 분심화 활동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만화 내용을 연극으로 연출해보거나, 또 다른 결말을 친구들
과 함께 제시해본다(부록 A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된 보호 지도에 유의할 것). 

  슈퍼히어로를 학교 안으로 데리고 올 방안들을 논의해보자. 모두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슈퍼 히어로가 될 수는 없을까? 

  학생들이 만화 창작에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www.comicsunitingnations.org에 방문하여 무료로 만화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 학급 내 만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https://comiccontest.wufoo.com/forms/s1oba0t50khz682/
https://www.unicef.org/school-superhero-comic-contest
http://www.comicsunitingna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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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배움터: 사회문제들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아동은 안전할 권리, 학교에 갈 권리, 배울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모든 아동이 학교에 가고, 안전한 등굣길을 보장받고, 학교 내에서 안전함

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의해 야기된다. 성, 장애, 소수 지위 등에 의해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지리적 위치, 교통안전, 지역 내 폭력 및 분쟁이 아동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방해한다. 아동들은 학교 안팎에서 차별, 따돌림 혹은 신체

적 처벌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 권리 침해는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며, 가족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교 관련 폭력은 종종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된 성 역할에 의해 일

어난다. 따라서 따돌림, 체벌, 폭언 및 성희롱과 학대,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 성적 강압, 성폭력, 강간으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 안팎의 폭력 근절 캠페인이 다른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지속가능개발목표  2015년, 193개의 UN 회원국들은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채택했다. 
                            특히 목표 4와 목표 16은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적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교사용 지도서부록 A

전 세계적으로,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약 1억 3천만명(1/3 이상)의 학생이 따돌림을 경험하였고, 이들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은 수학 성적과 읽기 능력을 보인다(출처: A Familiar Face: Violence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UNICEF, 2017).

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등·하굣길에서도  일어난다. 2016년에만 18개의 분쟁국에서 등굣길에 
500건이 넘는 공격과 협박 사례가 보고 및 확인되었다(UNICEF 2017).

UN 아동권리협약  안전한 배움은 아동을 향한 자선 행위가 아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이다. 
                            하나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협약 이행에 동의하였다. 안전한 배움은 아래의 조약과 관계가 있다.

목표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촉구한다. 

목표16 평화와 정의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는 사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Article 12

아동은 모든 유형의 폭력

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Article 19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Article 28

500

https://www.unicef.org/publications/files/Violence_in_the_lives_of_children_and_adolescents.pdf
https://www.unicef.org/publications/files/Violence_in_the_lives_of_children_and_adolescents.pdf
https://www.unicef.org/publications/files/Violence_in_the_lives_of_children_and_adolesce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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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와야 하는가? 

아동에 대한 일상의 폭력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있고, 그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다. 때로 갈등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동 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면 아래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안팎의 폭력을 근절시키는 것은 인본주의적 맥락에서 아동 권

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인, 공동체, 학교와 국가적 수준의 적극적 행동이 필

요하다. 이 활동집은 지역, 국가, 세계의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제작되었다. 하나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 학교 활동(활동 1), 지역과 국가 옹호 활동(활동 2, 3), 세계 설문(활동 1)과 만화 콘테스트(활동 2, 3)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와 학습 환경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아래의 항목에 대해 고려하라.

  단기 및 장기적 변화  당신과 당신의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감독과 평가  변화에 대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변화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의사소통 결과  글로벌 캠페인의 효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사진과 자료를 디지털 지도에 업로드하는 경우, 활동 진행뿐 아니라 어떤 변화

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추가 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학교 안팎의 폭력 근절에 초점을 맞춘 유니세프 #ENDviolence 캠페인

  세계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홈페이지

  세계 어린이의 날 수업와 행동: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은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날로, UN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날이기도 하다. 

10억 명이 넘는 세계의 모든 아동이 학교에 가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야 한

다. 세계 어린이의 날은 아동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아동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날이다. 학교는 이러한 행동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세부 사항은 

2018년 9월에 확인 가능하다. 

  학교 안팎의 폭력 근절에 대한 유니세프 유스 토크(UNICEF Youth Talks)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유니세프 만화를 참고한다.

   No Bully

   Great Kindness Challenge

캠페인 참여하기

공유  학생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위험한 일은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활동 사진이나 영상 및 최종 작품 사진을 올린다.  

@UNICEF   
@TheWorldsLargestLesson 

@UNICEF   
@theworldslesson

@UNICEF   
@TheWorldsLesson

유니세프와 the World's Largest Lesson 태그

SNS 접속 해시태그  #ENDviolence   #WorldsLargestLesson   #ComicContest

교사용 지도서부록 A

https://www.unicef.org/
https://www.unicef.org/endviolence/
https://www.unicef.org/school-superhero-comic-contest
https://www.unicef.org/school-superhero-comic-contest
http://cdn.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2018/06/World-Childrens-Day-Final-ENG.pdf
http://cdn.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2018/06/World-Childrens-Day-Final-ENG.pdf
http://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make-every-school-safe-to-learn/
https://uni.cf/wcd-en
https://uni.cf/yt-en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D2C18A5CF84556D4
https://www.nobully.org/
https://thegreatkindnesschallen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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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비고

활동에서 학생들과 진행했던 논의는 민감하게 다뤄져야 하며, 학생들의 배경과 경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교실을 학생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논의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용인될 수 없고, 모든 아동이 폭력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생각해 보

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미 민감한 주제를 다뤄 본 경험이 있더라도,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학급 내 포용적이고 정중한 토론 진행을 위한 '기본 원칙'이 있다면, 활동 시작 시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없다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규칙을 지키는데 주인 의식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다. 함께 만든 규칙은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급 내에 둘 수 있

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해보자. 

수업 시작 시

  개인적으로 폭력 문제에 영향을 받은 학생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학교 안팎의 폭력 근절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다.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원한다면 교실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담임 선생님이나 적절한 동료 선생님(학교 상담사나 경험이 있는 교사)과 함께 해당 문제를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전

교사용 지도서부록 A

Q .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비밀 유지를 위해, 그룹 외 사람들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필요가 없다. (학생이 안전하지 않거나, 활동 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 . 우리는 어떻게 자신감 있는 학생뿐 아니라 모두에게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한 명씩 발언한다, 발언 시 방해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말을 진지한 자세로 주의 깊게 듣는다, 필요시 '발언 막대기'를 사용한다(막대기

를 들고 있는 사람만 발언할 수 있다), 소리 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표현할 수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학

생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압 없이) 질문한다 등

Q .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반대 의견을 말할 때,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 사람이 아닌,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의견을 공유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다른 의견과 그 근거를 설명한다, “너는…” 이 아닌, “나는 …생각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다, 모욕성 발언 

혹은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고자 하는 말이 타인의 권리 혹은 명성에 해가 되는 경우 혹은 타인

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 발언해서는 안 된다, 발언 전 '꼭 필요한 말일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에 대해 생각해보고, “설명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말한다.

Q . 누군가 화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구들이 위로한다, 토론을 지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화가 난 친구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쏟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필요 시 갈 수 있는 교실 안 구석 공간을 마련한다, 선생님은 화가 난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떨어져서 이

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은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활동에 재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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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논의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을 아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학급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다. 

Oxfam UK’s guide to Teaching Controversial Issues

The Historical Association’s guide to Teaching Emotive and Controversial History

  학생들의 몸짓에 주의하며, 어떻게 그들이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화가 난 학생이 있는가? 불편해하거나 내향적인 학

생이 있는가? 부드럽고 적절하게 논의에 개입하고, 필요시 참여를 중단할 기회를 준다. (학생이 화가 났을 경우 기본 원칙

에 명시된 조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활기찬' 혹은 '차분한' 활동을 배치하여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아동이 폭력 경험을 고백한 경우, 아래의 '03. 폭력 경험을 밝힌 아동이 있는 경우'를 참고한다.

수업 중

  신경 쓰이는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면담 요청에 대비한다. 

  약속한 내용을 이행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본다.

   가능하다면, WLL/UNICEF 캠페인이 진행되는 해 동안 피드백을 진행한다. 

    (관련 소셜 미디어 혹은 이메일 기한을 확인한다.)

수업 후

  적절히 활동을 마무리한다. '사탕/구슬/콩'을 다 주워 담은 후, '항아리' 뚜껑을 닫는 것과 같다. 다음과 같이 수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그룹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질문한다.  활동에 대해 걱정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과 따로 말

할 기회를 준다. 학생들이 진지하게/창의적으로/즐겁게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예의를 지키며 의견을 나

누어 주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미래를 바라보며) 논의를 진행한다, 가급적이면 재미있

는 활동(노래, 춤, 농담 등)으로 마무리한다. 

수업 마무리

  주제를 부드럽게 읽는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황 설정하기' 논의를 하고, 활동을 뛰어넘기지 않는다. 민감한 감정

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주제의 경우, 사탕/구슬/콩이 들어있는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을 상상하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항아리 속에서 모든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와, 통제되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천천히 항아리를 열어 조

심스럽고 세심하게 내용을 쏟아내야 한다.

  가능한 문제보다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적 맥락(문화적 고려, 특정 인물, 그룹 내 역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나이, 성, 경험 등으로 조를 나누고 학생

들이 참여하기에 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사용 지도서부록 A

https://www.oxfam.org.uk/education/resources/teaching-controversial-issues
https://www.history.org.uk/resource/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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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력 경험을 밝힌 아동이 있는 경우

비고

활동들은 반드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행해야 한다. 본 활동집의 활동들은 낙관적이고 해법 기반의 관점

에서 의도적으로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동과의 논의는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잠재적으로 아동을 피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안전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할 때 더 그렇다.

다음의 지침은 아동이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나, 다른 아동이 피해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

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 지침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미 경험이 있다면, 다

시 떠올리게 하는 정도로 활용하길 바란다.

활동 시작 전,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세히 생각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확실

치 않은 내용이 있다면, 동료 교사와 함께 논의한다. 대처 방법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명확하게 정책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

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 아동 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다음 내용들을 확인한다. 

Q . 우려되는 사안을 외부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법이 존재하는가? 

Q . 학교 혹은 기관 내 관련 정책 및 처리 절차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에 익숙해야 하며, 준수해야 한다.

Q . 학교 혹은 기관 내 아동 보호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안전/폭력 주제를 가르칠 것이라고 사전에 알리고, 연락 방법을 확인한다. 

     아동이 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다.

Q . 교사 혹은 아동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역 혹은 국가의 상담/핫라인이 있는가? 

     몇 국가에서는 아동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 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교육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정책 및 절차, 담당자 연락처, 핫라인, 교육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와 더불어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동료에게 묻고, 지침서를 확인한다. 

각기 다른 행동 방침의 영향을 생각해본다. 관련 법, 아동 개인의 최선의 이익, 같은 상황 혹은 가해자로부터 당할 위험이 있

는 다른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명심한다.

사전 준비

아동 보호 담당자 연락처

핫라인 번호

온라인 상담

교사용 지도서부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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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응급처치와 같은 응급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말하는 도중에 반응을 보이거나 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학교 및 기관 내 정책, 절차, 아동 보호 담당자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른다.

  해당 아동의 이름과 아동이 고백한 내용을 빠르게 서면으로 기록한다.

  이후 즉각적으로 학교/기관 내 보호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문제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후 이야

기를 진전시키는 것은 담당자의 역할이다.

  아동이 묘사하는 내용이 “낮은 정도의 폭력” 으로 고려될지라도,, 이 단계에서는 그 심각성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건은 아

동 보호 담당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담당자는 학교 혹은 기관의 보호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한

다.

  학교 및 기관 내 정책, 절차, 아동 보호 담당자가 없는 경우

  끝난 후 아동과 이야기를 나눈다. 돕고 싶다는 의사를 설명하고, 비밀 유지 약속은 하지 않는다. 적절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에

게 말해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아동은 더 이상 털어놓는 일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설명해준다.  

  존재하는 핫라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동이 더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상세

한 조언은 Childhope의 'Child Protection Policies and Procedures Toolkit: How to Create a Child- Safe Organization(아동 보

호 정책 및 절차 툴킷: 아동이 안전한 기관 만들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 확인 가능] 부록 11 (아

동으로부터 제기된 혐의: 아동의 학대 고백에 귀 기울이기), 부록1 (학대의 흔적 알아보기)의 내용이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진행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동료와 함께 진행한 준비 논의 내용, 법적 프레임워크,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영향받을 수 있는 다른 아동들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경찰 혹은 사회 서비스와 같은 외부 당국에 보고해야 할 수 있다. 외부 당국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건을 조사

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아동의 폭력 
고백 듣기

기억할 것!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을 향한 폭력 근절을 위한 솔직하고 세심한 토론 방법은 어른들의 침묵 문화를 깨고, 모든 아동이 스스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인식

하게 한다. 이를 통해 아동 권리 증진에 크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며, 어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한다. 

교사용 지도서부록 A

https://www.childhope.org.uk/
http://createsolutions.org/cp_toolkit.htm
http://createsolutions.org/cp_toolki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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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설문 조사부록 C

1   국가

2   학급 학생들의 평균 나이

3   학급 여학생 수

4   학급 남학생 수

5   남/여로 성별을 규정하지 않은 학생 수

6   사는 곳 □ 농촌 지역           □ 중소 도시           □ 대도시           

7   학급 회의에 대해 덧붙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가? 예를 들어, 학생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가?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의 나이, 성별, 다른 지위와 관계가 있는가?

8   아래 표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체크한 답안에 체크하시오. 각 질문 당 하나의 답안을 선택할 수 있다.  

자주 가끔 전혀

일반적으로, 나는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학교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장소가 몇 군데 있다. 

일반적으로, 등·하교를 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등·하교 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장소가 몇 군데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의 어른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학교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여자 아동과 남자 아동이 똑같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장애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이 똑같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다른 국가에서 온 아동과 우리나라 아동이 똑같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모든 아동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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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부록 E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
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
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
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
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
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
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
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
도록 입국과 출국을 쉽게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
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
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나 글, 문화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
니다.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 우리 
가족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
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나
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
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
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
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우
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
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나 가족을 잃은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
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우리에
게 가족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아동친화적 언어로 작성된 UN 아동권리협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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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
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우리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
가 우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
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
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
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
서 자라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우리의 부모님이
나 보호자가 우리를 알맞은 생활수준에서 키울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규율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
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우
리 모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
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
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
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갇혀 
있는 동안 가족과 만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어른 범죄
자와 함께 지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 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행위에 참
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대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
에 고통을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해 원
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
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형벌보다는 상담이나 보호, 
직업 훈련 등 우리에게 맞는 다른 처분을 하도록 노력해
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이 협약보다 아동 권리 실현에 크게 공
헌할 수 있다면, 그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협약은 정부와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가 협약 내용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우리들이 이 모든 권
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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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부록 E

부록 E  UN 아동권리협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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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학급 헌장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부록 F

영국의 애플가르트(Applegarth) 학교

영국의 그린힐(Greenhill) 초등학교
영국의 킹스트리스(King Street)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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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고리부록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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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교 / 체육 센터 / 사회 시설 등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Q . 어디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나요? 

     * 학생들 스스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교실, 실외, 화장실, 복도, 계단, 식당, 실습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동아리 방, 

        운동장, 주차장, 사무실 등의 예시를 들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행진 방법 예시부록 H

도입

  안전한 학교를 위한 행진은 아동의 학교에서 안전할 권리와 놀 권리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가려내기 위한 활동

이다. 이런 장소가 발견되면, 학생들에게 왜 이 장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물어보아야 한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급 학생들은 방문할 장소를 정하고 안전을 위한 행진을 진행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

현할 때 아무런 처벌이나 판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학생들은 익명으로도 말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 이름은 적지 않

는다. 

   교사는 그룹에게 아래 내용을 질문하고, 안전 행진을 멈추고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과 교사는 반에 돌아와 설문 조사의 결과에 대해 논

의한다. 내용은 요약하여 행동 계획을 작성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일한 행진 과정이 학교, 체육 센터 혹은 사회 시설, 그리고 지역 내 

활동하기에 안전한 장소, 아동이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다. 

샘플 양식

방문지(학교 및 시설명)

단체에 속한 아동의 수

그룹 내 성비(여아 비율)

직원 이름

날짜(연 / 월 / 일)

1번 
장소

Q .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인가요? 

Q . 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나요? 

Q . 안전하게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번 
장소

Q .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인가요? 

Q . 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나요? 

Q . 안전하게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3번 
장소

Q .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인가요? 

Q . 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나요? 

Q . 안전하게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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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 가이드부록 I

교육자들을 위한 안내 사항

반 학생들에게 명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질문들을 머릿속에서 대답해보는 훈련이다. 잔잔한 음악과 어두운 조명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이들이 눈을 감고 명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눈을 감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생들은 시선을 낮추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이 활동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명상은 평소 학교생활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래의 대본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각 문단 사이에 잠시 시간을 두며 읽는다. 

01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죠? 잠을 잘 자지 못하여 피곤할 수 있고 아니면, 학교에 갈 생각에 신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는 길을 상상해보세요. 걸어서 가나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나요? 혹은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주시나요? 등굣길에 무엇을 느끼나요? 피

하고 싶은 길이 있나요? 지나가고 싶지 않은 길이나 장소가 있나요? 

03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반에 있는 게 행복한가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일 수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 있고, 학교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에 누구와 함께 어울리나요?

05
이제는 학교가 끝난 때를 상상해봅시다. 집은 어떻게 가나요? 걸어가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나요? 학교를 떠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등교할 때와 다른 무언가 있나요?

07
잠시 멈추고,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세요.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안전

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하루 중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때가 있나요? 같이 있을 때 가장 좋았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09
깊은 심호흡을 하고 지금 반에 앉아 있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내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봅니다. 바닥과 의자, 책상을 느껴봅니다. 고개를 들고 살며

시 눈을 비빕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눈을 뜨고 친구와 반을 살펴봅니다. 

02 학교에 도착하면,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가나요, 아니면 혼자 자리에 앉아 있나요? 이때 무엇을 느끼나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기쁜가요?

04
수업 중에는 감정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봅시다. 학교 일정이 끝나가서 기쁠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6
당신은 이제 다시 집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와 잘 준비를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집에 돌아오면 누구와 말하나요? 온라인으로 대화

하는 사람이 있나요?

08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이를 닦고 나서 눕자마자 눈이 무겁게 감깁니다. 

부록 I  명상 가이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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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지도 제작 이모티콘부록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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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활동 전략 만들기부록 K

1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려면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2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 시의회? 다른 누군가?...)

3   그들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가요?

4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접 만나서? 편지? 혹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5   이를 위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역 기관 혹은 계획이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지역 아동 의회 혹은 

      유니세프 아동 권리 행동 계획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6   우리 마을에 또 다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7   지역 의회 의제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록 K  마을 활동 전략 만들기    31 



32     SAFE TO LEARN 

유니세프가 정부에 요청하는 것들 부록 L

1   학교 안팎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종식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학교 안팎의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한다. 

3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고, 아동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부와 별도로 활동해야 하며, 때때로 '옴부즈맨' 혹은 '아동 위원'이라고 불린다.

4   학교 안팎의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부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5   학교 안팎의 폭력에 영향을 받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한다.

6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폭력을 조장하고 수용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한다.

7   무엇이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야기하는지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8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교내 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교사 양성 과정 중에) 모든 선생님들이 아동 권리와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9   아동들이 자신과 친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니세프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정부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아래 질문에 대해 토론해보자.

Q . 아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나요? (이해하기 어렵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자)

Q . 우리가 사는 국가와 관련 있나요? 왜 관련이 있고, 없나요? 

Q .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Q .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Q . 서로 연결되어 있나요? 

Q . 빠진 내용이 있나요?

Q .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Q . 이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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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전략 수립부록 M

1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2   누가 이 활동을 가능하게 할까요?

3   그들은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나요?

4   그들은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하나요?

5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6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도움이 될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7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8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록 M  옹호 전략 수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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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부록 N

등·하굣길에

  아동들, 특히 여아들은 폭력 혹은 괴롭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아동들은 안전한 도로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동들은 어둠 속에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어둠은 아동이 폭력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13~15세 3명 중 1명의 학생이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30%는 괴롭힘당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괴롭힘당할까 두려워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별 혹은 성 정체성, 인종, 언어, 장애, 사회 또는 경제적 지위, 사는 곳 등에 의해 선생님과 친구들

에게 배제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전쟁 중인 지역에서는 학교가 위협 혹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총기 폭력의 표적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 세계 학력 아동의 절반은 학교 내 체벌이 가능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2012년, (미국 내) 14~18세 아동 15%가 이메일, 채팅, 메시지, 홈페이지, 문자 등 온라인에서 괴

롭힘을 당했습니다.

  여아는 남아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2배 높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쉬는 시간에 혹은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운동 등의 특별활동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문제  친구와 함께 고른 문제들을 적어봅시다. 무엇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봅시다.

해결 방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해결할 문제 고르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 그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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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히어로

초능력 목록

마음 읽기

에너지 모으기

순간 이동하기 

스스로 
만들어보자!

시간 여행하기

아주 작은 
소리 듣기 

텔레파시 보내기 

상대의 마음 
빼앗기

불, 번개 만들기 

물 얼리기

하늘 날기

상처 치유하기

빛 만들기

변신하기

투명인간 되기

기억 지우기

Q . 당신이 선택한 초능력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봅시다.

Q . 당신의 슈퍼히어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Q . 당신의 슈퍼히어로는 어디에서 왔나요?

Q . 당신의 슈퍼히어로의 적은 누구/무엇인가요?

Q . 당신의 슈퍼히어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재미있나요? 진지한가요? 똑똑한가요? 키가 큰가요?

개인 활동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부록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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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부록 N

당신의 슈퍼히어로의 모험기를 들려주세요. 줄거리를 작성하고, 시간을 들여 줄거리 구성을 생각해봅시다. 아래의 활동지에 내용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해 보세요.

3. 줄거리 개인 활동

선택한 문제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나요? 

누가 영향을 받았나요?

슈퍼히어로를 소개해주세요! 

슈퍼히어로가 문제를  

해결하려 이유는 무엇인가요?

슈퍼히어로의 활동을 막는 적 

혹은 방해물이 있나요?

슈퍼히어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요?

문제가 해결된 후 세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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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슈퍼히어로 개인 활동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어느 국가에 살고 있나요?

당신에 대해 우리에게 조금 더 말해 주세요!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여성          □ 남성          □ 여성/남성으로 규정짓지 않음          기타

슈퍼히어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슈퍼히어로의 초능력은 무엇입니까?

슈퍼히어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흥미롭고 독창적인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부록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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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to and from school

  Some children face violence or harassment on their way to or from school, especially girls.
  Some children do not have access to safe roads or transport on their way to school.
  Some children have to walk to and from school in the dark which makes them more 
vulnerable to violence.

In school

  More than 1 in 3 students between ages 13 and 15 experience bullying in school.
  30% of those who had been bullied did not tell anyone.
  Some students can’t go to the bathroom without fear of being bullied or hurt.
  Some students are excluded or targeted by teachers or their peers because of their gender 
or sexual identity, race, ethnicity, language, disability, social or economic status, or where 
they live.

  Some schools are threatened or attacked, particularly where there is war.
  Some schools are targeted by gun violence.
  Half of all school aged children live in countries where students can be physically punished 
in school.

Around school

  15%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ged 13~18 were bullied electronically through 
emails, chat rooms, instant messaging, websites or texting in 2012.

  Girls are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be victims of cyberbullying than boys.
  Some students can’t play (duringbreaks or in the playground) due to bullying.
  Some students are excluded from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ound or outside of school (sports 
teams, clubs, dances, etc).

PROBLEMS  With a partner, list the problem you selected. What contributes to the problem? How does the problem affect us?

SOLUTIONS  How can we solve the problem?

1. CHOOSE A PROBLEM TO SOLVE: 
    The problem is that not all students are safe... GROUP Activity



부록 A  교사용 지도서    39 부록 O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영문)     39 

2. SUPERHERO

Superpower categories

Mind reading

Collecting energy

Superhuman 
strength

Create your own!

Time travel

Hyper-listening 
ability

Telepathy

Mega-mediation 
skills

Thermal 
resistance

Freezing

Flight

Healing

Light generation

Camouflage

Invisibility

Controling minds

Q . On your own, pick a SUPERPOWER and tell us how this ability can help solve the problem you listed.

Q . What is your superhero’s name?

Q . Where is your superhero from?

Q . Who or what is their nemesis? (enemy, opponent, villain)

Q . What are your superhero’s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qualities? Are they funny? Serious? Smart? Short?

INDIVIDUAL Activity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영문)부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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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your superhero’s adventure? Write your hero’s storyline, an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tructure it. Below you’ll 

find a diagram that will help you develop the beginning, middle and the end of your hero’s adventure. Just fill in the blanks!

3. STORYLINE

Talk about the problem you 

chose. Where is it happening? 

Who is it affecting?

Introduce your superhero here! 

Why do they want to solve the 

problem? Who or what tries to 

stop them and why?

How does your superhero 

solve the problem? How does 

your hero make school a safe 

place?

INDIVIDU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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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PERHERO

What is your name?

How old are you?

What country are you from?

Tell us a little about yourself!

What is your gender?       

□ Female          □ Male          □ I do not identify as female or male         Other:

Superhero name

Superpower

Please create your own drawing of your superhero. Remember, we will not focus on your artistic ability.
We want to see interesting, unique and diverse superheroes!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영문)부록 O

부록 O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활동지(영문)     41 

INDIVIDUAL Activity



42     SAFE TO LEARN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부모님 동의서 양식부록 P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부모님 동의서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유니세프는 전 세계 아동 및 청소년을 초대하여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

도록 돕는 슈퍼히어로의 컨셉을 제출하게 됩니다. 유니세프의 심사단은 2018년 16일부터 

25일까지 우수 작품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 작품들은 세계 온라인 투표에 공개됩니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승자는 전문가팀과 협업하여 자신의 만화를 제작하며, 이는 2019년 

7월 개최 예정인 지속가능개발목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공개됩니다. 콘테스트가 진행되

는 기간에는 SNS에 가장 사랑 받은 슈퍼히어로 컨셉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콘테스트에 대

한 정보와 약관 전문은 콘테스트 홈페이지 https://uni.cf/SSCC-en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문의 사항은 cre@unicef.or.kr로 주시길 바랍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나 은/는 나의 자녀 이/가 

유니세프의 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창작물이 SNS에 공유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참가자)              날짜  

서명   (부모)      날짜  

https://www.unicef.org/school-superhero-comic-contest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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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슈퍼히어로 만화 콘테스트! 부모님 동의서 양식(영문)부록 P

School Superhero Comic Contest! 
Parental consent form

From 1 September-21 October 2018 UNICEF will host a School Superhero Comic 

Contest invit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worldwide to submit a concept for a 

superhero who is helping every child to be safe to learn. A panel of judges from 

UNICEF will select a collection of the top submissions and from 16-25 November 

2018, these will be shared for a global online vote. The winner of the vote will work 

with a professional team to create their own comic which will be launched online and 

at the Global Goals High Level Political Forum (July 2019). Throughout the contest 

UNICEF will share their favorite superhero concepts on social media. To learn more 

about the contest and to read the full Terms and Conditions please visit the contest 

website: https://uni.cf/SSCC-en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please email: engage@unicef.org

By signing this form I, , hereby give permission

for my child, , to participate in UNICEF’s School Superhero

Comic Contest and I am aware that his/her drawings may be shared on social media.

Signed:   (participant)               Date: 

Signed:   (parent/caregiver)       Date: 

https://www.unicef.org/school-superhero-comic-contest
https://www.unicef.org/school-superhero-comic-con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