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ont

내 아이의 권리 
우리 아이에게 자신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
이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장 잘 알며, 자녀가
캐나다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
한모든 것을 갖추게 도와주는 최고의사람
입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 (UNCRC)은 캐나다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서명한 국제 협정입니
다. 이 협약은 모든 만 18세 미만 아동의 
번성과건강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고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UNCRC에
따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지원은 다음 
1-2-3-4만큼 쉽습니다. 

1) 차별 금지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마
음으로 대합니다.
 
2) 생활, 생존, 발달의 권리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생활, 생존, 발
달을 위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권리
가 있습니다.

3)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결정이 자녀에게 좋은 것인
가?”

4)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 존중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
치는결정이 이루어질 때 직접 참여하
여 자신의 생각이 고려되게 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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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음 네 개 조항이 이민 청소년과 
신규 이주 청소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2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의 
인종, 종교, 능력, 생각이나 말과 상관
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14조: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종교
를실천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정부는 반드시 난민 청소년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동과 똑같은 권
리를 갖게 해야 한다.

제30조: 아동과 청소년은 가족의 언어
와 관습을 배우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에게 자신의 권리 (와 책임감)을 
가르치면 자부심과 집, 학교에서의 참
여도가 증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향상됩니다. 어린이가 자신의 
권리를이해하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
이 줄어들고다른 사람들을 옹호할 가능
성이 더 커집니다.그리하여 캐나다와 
세계의 좋은 시민이 되게합니다. 

도움 받는 곳 
다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단체와 자료입니
다.

교내 정착 담당자 (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SWIS) 

SWIS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새 이민자 학
생과 그 가족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캐
나다 문화의 이해를 증진합니다.

http://www.vsb.bc.ca/settlement-workers-
schools-swis

십대 초 자녀와 나(My Tween and Me), 완벽한 
부모는 없다(Nobody’s Perfect), 부모-자녀 엄마 
거위(Parent-Child Mother Goose) 프로그램
육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강좌들은 무료이
고, 무료 보육이 제공되며, 무엇보다 참여 부모
를 판단하거나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점이 좋습니다.

http://www.bccf.ca/families/programs 

BC 이민자 봉사회(Immigrant Services Society)
(ISS)
BC ISS는 로우어 메인랜드 지역의 이민자와 난
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3,000여 고객이 이용합니다. BC ISS는 이민자
가 캐나다에 도착한 날부터 정착, 교육 및 통합
에서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http://www.issbc.org/immigrants

실천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밝힐 권리를 
UNCRC가 보장한다고 해서 아동과 청
소년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있는 이유는 
모든 성인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사 결정에참여시키면 아이들은 책임
성 있는 결정의의미를 배웁니다. 부모
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압니다. 자녀가 잠재
력을 깨닫도록 돕는 일은 부모의 몫입
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지원하는 
다섯 가지 간단한 방법

1. 자녀가 세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이해하
도록 돕습니다.

2. 자녀를 가족의 의사 결정에 
참여시킵니다.

3. 자녀의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4. 자녀의 관심사와 장점을 지
원합니다.

5. 자녀가 믿는 이상을 위하여 
함께 자원 봉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