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2020년 제17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경기지역대회 안내문
1. 사업명 : 2020년 제17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경기지역대회
2. 주제 : 아직 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
3. 사업목적 : 아동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여, 사회
적문제와 정책들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뿐 아니라,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건강하고 역량있는 인권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
키기 위함
4. 모집대상

및 인원

1）대상 : 경기도 서북부 지역 초등학생 4학년~６학년
2) 모집인원 : 30명
5. 활동시기 : 2020년 7월 말~８월, 7회 활동
6. 활동내용
1) 아동권리교육
2) 모둠별 아동권리실태조사 및 토론
3) 아동 스스로 정책제안문 작성 및 제안
4) 지역별 의장단(대표) 선출하여 전국대회 참여
7. 진행방식
1) 온라인 프로그램(BAND, ZOOM)으로 비대면 진행
2) 6명씩 5개 모둠으로 토론 및 정책제안
3) 모둠별 대학생 멘토의 활동 지원
8. 참여혜택
수료증 발급, 자원봉사시간 부여

9. 참여방법
1) 참가신청서(붙임2)와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cecece333@gni.kr) 로 제출
2) 제출일 : 2020년 7월 10일(금), 17시까지
3) 문 의 : 굿네이버스 경기2본부 남진영 과장(T. 031-814-0001)
10. 2019년 제16회 제안 의견
아동정책-아동=0,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는 정책

1. 세림이 법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학교에서 수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단계별 진로탐색 활동을 강화해 주세요.
3. 17개 시도에 진로교육원과 정기적인 진로 체험 시설을 만들어주세요.
4.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제정하는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아동들
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세요.
5. 스쿨존의 모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6. 학교 급식 메뉴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세요.
7. 아동관련 사건 재판 시,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홍보
해주세요.
8. 학교 교육기관의 진로교육 자료를 최소 2년마다 최신화하고 홍보해 주세요.
9. 이주배경 아동과 한국아동의 문화 정체성 탐색을 위해 함께 하는 문화이해, 교
류 캠프를 개최 및 지원해 주세요.
10. 교육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해 주세
요.
11. 누구나 112에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매체에서 공익광고로 홍
보를 강화해주세요.
12. 그린푸드존 내의 식품위생불량에 대한 신고(1399번) 및 대처 방법을 아동들도
알 수 있게 교육해 주세요.
13.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관련
보호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통합시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