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아동인권옹호전문가 과정
아동인권옹호전문가(Child Right Advocate)란?

· 아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을 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을 의미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용, 연구 및 조
사, 상담, 지역사회개발, 연대와 협력,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 아동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본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RA아동인권옹호전문가 과정은?

· 국내·외 모든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진실성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전문
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업무와 일상에 아동인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사례, 참여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존중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핵심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과 인권메커니즘(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핵심내용,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인권메커니즘, 권고사항 등)

· 삶에 적용 가능한 기술(아동인권옹호, 아동권리모니터링, 인권교육훈련, 참여식 방법 및 퍼실리테이션, 아동인권
기반 사업설계, 긍정적 훈육, 아동 친화적 글쓰기, 사례분석 등)
· 아동존엄성과 아동중심 태도(존재에 대한 성찰, 영화·글·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아동을 총체적으로 보는 관
점 형성, 아동의 개별성과 다양성·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등)

과정소개

· 기본, 심화, 전문, 교육훈련 총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0시간 동안 교육훈련이 진행됩니다.
·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수료하셔야 하며, 모든 과정 수료 후 CRA 전문가포럼을 통해 아동인권옹호전문가로서의 역
량을 지속적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기본
Basic
10hs

심화
Intermediate
20hs

전문
Advanced
30hs

교육훈련
Train for Facilitators
30hs + 워크숍 1회

CRA 전문가 포럼
Forum
연 4회 정기모임

기대효과

1. 아동의 존엄성 인식과 발달적 특성(evolving capacity)에 따른 아동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촉진

2.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하는 아동인권 존중, 보호, 증진하는 아동인권옹호가의 역할
이해와 실천
3.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정체성 확립

4. 소그룹 중심의 참여식 방법과 퍼실리테이션 기법의 내재화를 통한 아동과 의무이행자간의 상호존중 촉진

5. 의무이행자들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증진

6. 아동인권 인식증진과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아동존중 문화 확산
과정명

기본

심화

전문

교육
훈련

시간(회기)

교육비

10시간(3회기)

13만2천원
(VAT포함)

20시간(4회기)

30시간(10회기)

30시간(10회기)
+ 워크샵(1회)

33만원
(VAT포함)

44만원
(VAT포함)

49만5천원
(VAT포함)

내용
- 아동의 존재와 존엄성 이해, 아동기의 특성 및 중요성 인식

- 인권과 아동인권의 개념 형성 및 아동인권에 대한 시각형성
- 아동인권의 중요성과 아동인권옹호전문가의 역할 인식

- 아동의 개념 인식 및 인권적 시각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통찰력
형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 이해 및 적용

- 국제인권메커니즘과 아동권리협약의 모니터링체계 이해

-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기반접근을 통한 인권문화 구축 실천
- 옹호와 옹호전문가의 역할 인식 및 실천

- 여러 분야와 체계에서의 아동인권 이슈 인식 및 적용

- 공공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 아동인권과의 관계 인식
- 아동인권옹호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천

- 아동인권교육훈련의 의미와 필요성 인식

-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실시

- 아동인권교육훈련을 위한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과 자질
습득 및 실천

* 각 과정 별 수료증 수여

* 강사과정까지 수료 후 본 기관에서 발급하는 아동인권옹호전문가 자격증 수여

교육안내

- 전화문의: 070-4908-6934 / 010-9578-3132

- 메일문의: childrights@naver.com / incrc@incrc.org
- InCRC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 www.incrc.org
- CRA카페: cafe.naver.com/uncrc

- 교육비 입금계좌: 하나은행 / 157-910005-74804 / 사단법인국제아동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