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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 조사 

• 2018년 2월 1일 ~ 2018년 8월 30일 (총 7개월) 

•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연구위원 

•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복지팀 



4 

•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사회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 2016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지수 82점(OECD 22개국 중 최하위, 스페인 1위 118점) 

• 아동친화도시는 미래 사회를 책임질 아동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성장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국제적·국가적 수준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됨 

• UNICEF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1996년 UN회의에서 

최초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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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의 권리, 아동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매우  

중요한 논제임 

• 2016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6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친화도 조사」, 2017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연구」등 지속적으로 조사 및 계획 수립 

• 수원시 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근거 마련(향후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선 확보) 

•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수원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촉진(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2016년  1차   

시행, 2018년 2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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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세부연구목적1 

수원시 아동의  

생활실태 파악 

세부연구목적2 

지속가능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환경 및 여건 분석 

세부연구목적3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적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및 시사점 도출 

세부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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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 

수원시 전체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8년 

내용적 범위 

•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관련 현황 

  - 제도, 의의 및 조성 원칙 

  - 아동 환경 및 정책 현황 
 

• 수원시 아동친화도 분석 

  - 아동친화도시 조사 설계 

  -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 

  - 아동친화도 분석 결과(비교분석 포함) 

  아동친화 관련 현황분석  

     (아동현황), (아동관련 조직 및 업무)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 6+2개 부문),  (조사대상 : 6개 그룹) 

 2016년,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결과 비교 분석 

 신규 설문문항 분석(수원시 특성, 여가/관광)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 실증연구 : 설문조사 

•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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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정의 
「헌법」18세 미만, 「민법」19세 미만,「형법」 14세 미만,「아동복지법」18세 미만,「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24세 미만 등 법률적 정의가 다양한 만큼, 연령의 범위도 다양 

호칭 및 연령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된 이유 

아동을 주체로 법을 만든 게 아닌 범죄방지, 임금노동시장의 안정 등 사회적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법률 규정 
아동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동의 권리적 측면이 다루어지기 보다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 사회적 약자 정도로 규정 

현행 법률의 문제점 
아동의 호칭과 범위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만큼, 아동 관련 정책 역시 일관되지 못한  

방향과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 발생 

• 신체적 ᐧ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 사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혹은 그 이하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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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보장 

아동 인권  

자료: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 



보건복지부 

10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11 자료: 여성가족부,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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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구축 필요성 

아동은 성장해 독립하기 전까지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존재이다. 

아동을 위한 도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이다.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는 미래에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아동은 주체적인 하나의 인간 그 자체이다. 

정부 정책의 거의 모든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도가 
없을 경우 아동은 정부 정책에 거의 의견을 낼 수 없다. 

6 

2 

3 

4 

5 

국가는 국제법상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위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법적 
의무가 있다. 1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www.unic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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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15~29세)의 행복수준을 조사한 결과 9.4% 만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함. 

다른 나라 대비 가장 낮은 행복수준을 보이고 있음 

 양극화의 심화로 상대적 빈곤층 증가, 급진적인 핵가족화 및 가족해체로 가족 내 정서적 지지와 보호 기능 약화 

등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지원의 격차가 증가하기 때문 

 청소년은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청소년은 유독 학업분야의 경쟁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 

 자신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고민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수준이 낮다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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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 

1.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증진,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권리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 필요 

2. 전 세계가 도시화로 인해 파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계획됨.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에서의 빈

곤 집중과 취약계층 아동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도시화의 추구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임 

3.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와 서비스의 책임은 당연히 중앙정부

가 아닌 지방정부의 몫임 

4.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정부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통합된 시스템 구출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인식

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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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 
지역사회가 UN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   

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 

Riggio 
(2002)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며,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웰빙의 최적화가  

이루어지며,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 

황옥경 
김영지 
(2011)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 

수원시 
조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UN 아동권리협약의 중심 이념과 원칙에 따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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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참여 1. 

  아동친화적 법체계 2. 

  아동권리전략 3. 

  아동권리전담기구 4. 

  아동영향평가 5. 

  아동관련예산 6.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7. 

  아동권리홍보 8.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9.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10.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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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인  구(명) 

재정자립도(%) APEFC 가입 CFC인증 
인구수 아동인구수 

오산시 42.73 207,596 51,000 48.85 2015. 07 2017. 05 

수원시 121.38 1,214,305 247,612 58.79 2015. 07 2017. 09 

광명시 38.64 345,565 70,962 47.17 2015. 07 2018. 03 

화성시 689.59 644,498 160,795 67.34 2017. 03 2018. 06 

시흥시 132.57 431,255 79,768 55.17 2016. 10 - 

부천시 52.17 849,217 132,884 42.38 2017. 08 - 

용인시 591.52 1,021,116 206,955 63.42 2018.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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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령 

그룹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00 대비 

2017 증감 

전국 

아동 27.2 24.4 22.0 19.1 18.6 18.0 -9.2 

청년 19.5 17.1 15.2 14.4 14.4 14.5 -5.0 

장년 27.3 27.1 25.5 23.7 23.1 22.4 -4.8 

중년 19.1 22.7 26.5 29.9 30.7 31.3 12.2 

노인 6.9 8.7 10.7 12.9 13.3 13.8 6.9 

경기도 

아동 29.7 26.8 24.1 20.9 20.3 19.7 -10.1 

청년 17.8 16.1 14.9 14.5 14.6 14.7 -3.1 

장년 30.8 30.1 27.8 25.4 24.6 23.9 -6.9 

중년 16.1 20.1 24.7 28.9 29.9 30.7 14.6 

노인 5.6 6.9 8.5 10.3 10.6 11.0 5.5 

수원시 

아동 31.1 28.2 24.8 21.2 20.4 19.7 -11.4 

청년 19.0 17.5 16.7 16.6 16.7 16.9 -2.2 

장년 31.5 30.9 28.3 26.4 25.7 25.1 -6.4 

중년 14.2 18.1 23.4 27.7 28.6 29.4 15.2 

노인 4.2 5.3 6.8 8.2 8.5 9.0 4.8 

(단위 : %) 

수원시 연령별 점유율 변화 추세 

• 2017년 19.7%로 2000년 대비 11.4% 감소           

  전국 18.0% 대비 높은 수준 

• 단, 과거와 비교하면 전국 대비 수원의 아동 인구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자료: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201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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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연령별 점유율 변화 추세 

• 권선구는 2017년 19.2%로 2000년 대비 11.7% 감소, 장안구는 2017년 19.1%로 2000년 대비 11.1% 감소, 팔달구는 

2017년 15.6%로 2000년 대비 16.6% 감소 

• 팔달구에서 분리한 영통구의 영향으로 팔달구의 아동 인구 비율이 급격히 하락함과 동시에 신도시 환경의 영통구 

아동인구 비율은 타 지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지역 연령그룹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00 대비 
2017 증감 

권선구 
아동 30.8 28.6 24.3 20.4 19.8  19.2  -11.7  

청년 18.8 17.1 17.1 16.5 16.4  16.4  -2.4  

장안구 
아동 30.2 28.2 24.9 20.8 20.0  19.1  -11.1  

청년 18.7 16.2 16.2 16.6 16.9  17.1  -1.6  

팔달구 
아동 32.2 23.5 20.6 17.1 16.4  15.6  -16.6  

청년 19.5 20.5 17.6 16.3 16.5  16.6  -2.9  

영통구 
아동 행정구역  

분리이전 

32.0 28.7 24.7 23.9  23.1  -8.9  

청년 16.6 16.0 16.8 17.0  17.2  0.7  

(단위 : %) 

자료: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201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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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별 연령별 인구수 변화 추세 

• 권선구는 2000년 대비 2017년까지 28,043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2.0%씩 감소, 장안구는 35,656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2.9%씩 감소, 팔달구는 70,133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6.8%씩 감소함 

• 반면, 영통구는 2005년 대비 2017년까지 1,395명 증가하여 연평균 0.1% 증가하고 있음 

지역 연령그룹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00 대비 

2017 증감 

권선구 
아동 97,088 83,487 73,864 69,975 69,732 69,045  -28,043  

청년 59,178 50,080 51,942 56,619 57,952  58,848  -330  

장안구 
아동 91,527 80,147 72,487 62,098 59,017  55,871  -35,656  

청년 56,637 46,036 47,058 49,484 49,932  50,209  -6,429  

팔달구 
아동 100,162 51,716 44,630 33,950 32,066  30,029  -70,133  

청년 60,800 45,128 38,141 32,359 32,244  32,136  -28,664  

영통구 
아동 행정구역  

분리이전 

77,984 74,370 81,822 80,428  79,379  1,395  

청년 40,488 41,332 55,703 57,334  59,297  18,809  

자료: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201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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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국공립 사립 계 

유치원  91(46.2%) 106(53.8%) 197 1,034 20,801 20.1 105.6 

(장안구) 20 29 49 276 5,496 19.9 112.2 

(권선구) 33 33 66 325 6,385 19.6 96.7 

(팔달구) 13 12 25 88 1,626 18.5 65.0 

(영통구) 25 32 57 345 7,294 21.1 128.0 

초등학교 95(97.9%) 2(2.1%) 97 2,617 68,095 26.0 702.0 

(장안구) 22 - 22 611 15,943 26.1 724.7 

(권선구) 33 - 33 803 20,152 25.1 610.7 

(팔달구) 15 - 15 330 8,169 24.8 544.6 

(영통구) 25 2 27 873 23,831 27.3 882.6 

중학교 50(89.3%) 6(10.7%) 56 1,181 35,233 29.8 629.2 

(장안구) 13 - 13 278 8,160 29.4 627.7 

(권선구) 13 1 14 279 8,215 29.4 586.8 

(팔달구) 5 4 9 192 5,732 29.9 636.9 

(영통구) 19 1 20 432 13,126 30.4 656.3 

고등학교  31(70.5%) 13(29.5%) 44 1,536 44,638 29.1 1,014.5 

(장안구) 9 3 12 390 11,317 29.0 943.1 

(권선구) 7 2 9 270 7,803 28.9 867.0 

(팔달구) 3 8 11 434 12,804 29.5 1164.0 

(영통구) 12 - 12 442 12,714 28.8 1,059.5 

학교 교육기관 시설 현황 

• 수원시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기관의 

설립현황을 보면,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율은 각각 97.9%와 89.3%로 

조사되었음 

•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46.2%로 사립 

교육기관의 의존도(53.8%)가 높음 

자료: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201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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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내 정규 교육기관인 학교 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아동보호 및 교육시설에는 크게 보육과 양육이 필요한  

요보호아동 대상의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방과 후 아동보호 목적의 지역아동센터, 그 

외 청소년 대상의 문화시설과 상담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대상 유형 개소 비고 

아동 

아동양육시설 4 각 구별 1개소 운영 중 

공동생활가정 9 장안구 3, 권선구 3, 팔달구 1, 비공개(학대피해아동쉼터) 2 

지역아동센터시설(2018. 8. 기준) 60 장안구 15, 권선구 26, 팔달구 13, 영통구 6 

청소년 

문화센터 및 문화의 집 4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집 3 

수련관 2 광교청소년수련관, 권선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7 지역별 상담실, 자유공간1호 

진로상담기관 1 청소년희망등대센터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원시설 1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쉼터 2 남자쉼터 1, 여자쉼터 1 

(단위 : 개소)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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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로서, 도서관과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공원이 있음 

• 총 22개소의 도서관이 있음 

• 수원시 관내 공원 수는 총 340개소임 

• 그 외 문화시설로서 공연장과 영화관 미술관 등이 분포되어 있음 

구분 
도서관 문화시설 

도서관 좌석(개)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현황 22 10,458 9 4 9 1 7 

구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기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현황 197 501 68 7,239 22 357 53 404 

수원시 도서관 및 문화시설 수 
(단위 : 개소) 

수원시 공원 수 및 면적 
(단위 : 개소, 천𝑚2) 

자료: 제57회 수원기본통계(2016년 기준).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 2018 



수원시 

복지여성국 
문화체육 
교육국 

보육 
아동과 

교육 
청소년과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친화복지팀 

•드림스타트팀 

•교육정책팀 

•수원형교육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정책팀 

•평생학습팀 

•청소년지원팀 

부서 담당업무 

보육 

아동과 

보육정책팀 보육관련시설 유지 및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등 

보육지원팀 보육사업 예산, 법인 및 사립,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아동친화복지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관리, 아동급식, 수원아동   

보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드림스타트팀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 등 

교육 

청소년과 

교육정책팀 교육발전중장기계획, 학교설립 및 수용,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수원형교육팀 수원형 교육혁신지구 추진,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교육지원팀 교육경비 총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유치원 운영지원 등 

평생학습정책팀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지원센터 구축 

평생학습지원팀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평생교육전문가 역량강화,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운영, 수원시민 명륜대학운영 

청소년지원팀 청소년 기본계획수립,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학교 밖 청소년 운영지원 등 
자료: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자료: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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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수원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3)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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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5) 수원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6)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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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비전 하에 

 “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한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목표 

자료: 이영안, 201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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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친화영역 예산(2015년∼2018년) 

(단위:  천원, %) 

자료: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18) 

구분 일반회계 예산 아동친화영역 예산 구성비 

2015년 1,881,082,244 386,475,188 20.5% 

2016년 1,915,732,954 395,734,524 20.7% 

2017년 1,733,810,421 398,543,137 23.0% 

2018년(본예산) 2,025,557,431 475,036,67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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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6대 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자료: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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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초·중·고등학생 

• 미취학 부모, 초·중·고생 부모 

• 아동관계자  

조사 내용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권 

• 안전과 보호 

• 건강과 위생 

• 교육 

• 가정환경(나의 사생활) 

• 수원시 특성 

• 수원시 여가/관광 

조사방법 

• 설문조사 실시 

• 초·중·고등학생 300부씩 

• 미취학 아동 부모 300부 

• 어린이·청소년 부모 100부씩 

• 아동관계자 100부 

조사 목적 

• 수원시 아동의 생활실태 파악 

• 아동친화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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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성’ 문항 추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실시 

 

• 자문일자 : 2018년 2월  27일 

• 전  문  가 : 5명(교수 3명, 관계 기관 2명) 

• 자문내용 : 

 기존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지 검토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지역 간 추가 설문 문항 검토 

 추가 설문 문항 도입 여부 논의 

• 자문결과 : 

 기존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에서 부모학력 삭제 

 수원시 특성 문항 별지로 설문 실시 합의 

• 문항 활용 : 

 수원 시 특성 조사는 별지로 구성 

 

수원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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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가/관광 활동’ 문항 추가 

 

• 문항 주제 : 

 수원 여가활동조사 설문 문항 개발 

 배경질문 개발 

• 문항 내용 : 

 수원 소재 관광지 방문 빈도, 주요 관광지 

 수원시 여가/관광 활동 만족도 및 중요도 조사 

 초〮중 〮고등학생 배경질문에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확인(조사자의 가족구성원 확인 

가능) 

• 문항 활용 : 

 수원시 여가/관광 활동 조사는 별지로 구성하여 조

사하고,   배경질문은 마지막 설문문항으로 배치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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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1,535 100.0 

응답자 

초등학생 306 19.9 

중학생 337 22.0 

고등학생 284 18.5 

미취학 아동 부모 300 19.5 

어린이 부모 100 6.5 

청소년 부모 100 6.5 

아동관계 및 아동권익옹호자 108 7.0 

학교 소재지 

/ 

거주지역 

권선구 409 26.6 

영통구 505 32.9 

장안구 366 23.8 

팔달구 255 16.6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1,535 100.0 

가정경제수준 

(부모) 

300만원대 미만 25 5.0 

300만원대 108 21.6 

400만원대 133 26.6 

500만원대 122 24.4 

600만원대 이상 112 22.4 

총 교직경력 

(아동관계자) 

5년 미만 12 11.1 

5년~10년 미만 23 21.3 

10년~15년 미만 21 19.4 

15년~20년 미만 22 20.4 

20년 이상 3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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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집 밖에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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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지역 내에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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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동과 부모들은 지역 내 의사결정 또는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1,535 919 59.9 471 30.7 86 5.6 -4.4 3.6 -1 

정부(시의회, 시장 등)는 아동과 부모의 생활 및 

지역에 대한 의견을 참조한다. 
1,235 695 56.3 368 29.8 82 6.6 -4.1 -0.6 1 

아동과 부모들은 아동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낸다.  
1,229 776 63.1 337 27.4 80 6.5 -2.9 2.8 -0.2 



43 

< 그림 3> 아동과 부모들은 TV나 라디오를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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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지역 내에서 아동은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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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가족 이외에 아동이 학대나 폭력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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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아동이 법적인 문제에 처했을 경우, 어른과는 구별되는 사법제도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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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아동이 법적인 문제에 처했을 경우, 어른과는 구별되는 사법제도를 통해 진행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을 위한 대체교육시설이 

있다. 
1,035 22 2.1 93 9 86 8.3 -2 -2.6 -16.6 

집에서 지내지 않는 아동들이 숙식과 샤워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1,035 27 2.6 66 6.4 107 10.3 -1.5 -5.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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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과 발달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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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나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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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지역 내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으며 공기가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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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학교에서 아동은 그들의 권리와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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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학교에 아동이 스스로의 문제와 감정에 대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56 

< 그림 12>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과 부모의 의견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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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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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우리 동네 아동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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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면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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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은 수원 아동 관련 기관(아동 교육기관 및 지원센터 등)에서           

자기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

시설 제외)’ : 28.9%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주민)에게    

의견을 구한다.’ =:25%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알려준다.’ :24.2% 

 

⇒ 긍정 인식 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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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아동 관련 시설의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여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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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가/관광지 방문 경험(복수응답) 가장 많이 방문한 여가/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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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항목별 종합 

= 93.96% 

= 85.22% 

= 54.29% 

= 77.45% 

= 84.66% 

= 91.12% 

= 78.46% 

구분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놀이와 여가 
응답률 합계 12.01 38.35 46.87 

’16년 대비 -2.20 -2.99 3.93 

참여와 시민권 
응답률 합계 41.88 37.71 16.58 

’16년 대비 -3.58 0.82 1.22 

안전과 보호 
응답률 합계 9.7 38.03 39.42 

’16년 대비 -0.80 -2.37 0.86 

건강과 위생 
응답률 합계 10.25 35.40 49.26 

’16년 대비 -0.17 -1.23 0.95 

교육 
응답률 합계 5.28 27.76 63.36 

’16년 대비 -0.55 -2.46 2.14 

가정환경 

(나의 사생활) 

응답률 합계 3.45 15.09 78.06 

’16년 대비 -0.74 -3.63 2.24 

수원시 특성 응답률 합계 14.05 37.88 40.58 

수원시 여가/관광 활동 응답률 합계 - - - 



1) 아동과 부모의 ‘참여와 시민권＇영역 증진 

66 

정책참여 

(기존) 

의견제시 

의사결정 
정책의 결정 

수원시정의 변화 

 참여의 보람 

 시민권 행사에 따른 영향력 증진 

• 청소년 의회 

• 청소년위원회 

 기존 프로그램의 활성화 

 참여기회 확대 

• 국 ∙ 내외 참여와 시민권 

활성화 사례 발굴 

 벤치마킹사례 도입 연구 

 수원시의 발굴 노력 요구 



2) 정보공유를 위한 신규 플랫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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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 SNS 활동 

(관리의 기능) (알림의 기능) 

체험 검색 

예산 

정보 
제공 

• 수원시 내 아동관련 시설(12곳)의 인지여부는 평균 33.9% 인지  

• 이중 56.8% 만이 시설을 활용해본 경험 있음(절대적 홍보 부족) 

 복합적인 정보공유 플랫폼 신설 



 자연현상에 대한 예방적 조치 : 부족 + 미흡한 상황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문제, 111년 만의 폭염 등  

3)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과 보호＇조치 

68 

• 아동이 지역 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시설의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에 대한 질의응답 : 긍정적 인식이 매우 낮음 

초미세먼지, 지역별 녹조∙가뭄 현상 등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됨 



4) 수원형 교육서비스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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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기존) 

학습위주 프로그램 

지적 발달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 고려 

위험 예방 프로그램 

수원형 교육서비스 

수원시 특성 설문 문항 중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 긍정응답 69.2% 



5) 수원형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 문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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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가/관광 활동’ 조사 문항 



6) 정기적 아동친화도 조사기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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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년~2021년) 

2차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22년~2025년) 

3차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26년~2029년) 

중장기계획 수립 (2017년) 

중장기계획 수립 (2021년) 

중장기계획 수립(2025년) 

2년 주기 

2년 주기 

4년 주기 

4년 주기 

 조사결과를 중장기계획으로 연속적 활용 가능 

 정책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보다 효과적 

 아동친화도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짧은 주기 



7) 아동 전담 조직에 대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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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여성국 

보육 
아동과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친화복지팀 

•드림스타트팀 

分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