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구분 완료시기
(사업기간) 추진현황 총사업비 추진율 담당부서

계속 임기내
(2018년~2021년) 추진중 2,245백만원(국143, 도 131, 

시1871, 민자 100)
80%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친화팀
담당자 과장:홍성숙(☎639-6340) 팀장:이종우(☎6361) 주무관:전혜은(☎6363)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기준에 맞게 아동정책 실현
2 추진상황  ￮ 아동권리 홍보 : 부모교육(38회 1,233명), 아동권리 교육(12회 498명), 캠페인(3회)￮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3개) : 경상북도 정책제안대회 대상 및 우수상 수상 

  ⋅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2회) 개최 ⇒ 제1회 : ‘19년 1개 사업 반영,  ’20년 1개 사업 예산 편성 / 제2회 : 3개 사업 추진 계획 ￮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 부석 올라올라 놀이터 운영(2018. 2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2019. 5월)  - 풍기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중/2020. 10월 준공 예정)￮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확충
  – 아지너랑나랑유아숲 체험원 조성(2018. 12월), 문수 우당탕탕 모험놀이터 조성(2019. 5월)  – 실내 놀이터 조성(2020~2021년), 서천 아동가족활동 공간 조성(2020~2021년)

3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아동실태조사(2016.10월)에 따라 아동 전용 공간이 부족￮ 대  책 :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확대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아동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정책제안대회 개최 ⇒ 아동참여 확대⋅ 아동권리교육 강화 ⇒ 아동권리 홍보

  - 아동 및 성인(교사/아동시설, 공무원 등) 대상 아동권리교육사업 확대￮ 아동친화적 놀이 공간 확대⋅ 서천 아동가족활동공간, 공유플랫폼 내 실내놀이터 조성⋅ 풍기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앞 바닥 분수 공사⋅ 놀이활동가 양성 및 이동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놀이환경진단사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놀이환경 개선￮ 돌봄서비스 강화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준비⋅ 1차 아동친화도시조성 4개년 계획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2차 아동실태조사 및 2차 4개년 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강화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준비⋅ 1차 아동친화도시조성 4개년 계획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2차 아동실태조사 및 2차 4개년 계획 수립



5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예산 확보 현황 비고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3,104 222 148 2,634 100 1,745 143 131 1,371 100

기투자 886 64 114 608 100 886 64 114 608 100
2020 736 64 114 558 859 79 17 763

2021이후 1,359 79 17 1,263
 ※ 기타 : 민간단체 기부채납, 아동관련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

6 사업추진 사진 등

부석 올라올라 놀이터 운영 문수 모험놀이터(우당탕탕놀이터) 조성

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 아동권리 교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워크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