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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지침 

모든 아동은, 어디에서 거주하고, 배우고, 노는지에 상관없이,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와 IUCN 이 소집 한 

Parks for the Planet 포럼의 참가자들은 Promise of Sydney 에 영감을 받아 

최상의 아동 건강과 발달을 위한 아동의 요구를 우선시 하는 새로운 안건을 

제의한다.    

 

전세계 사람들은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도시를 만드는 

공동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빠르게 함께 조치를 취한다면, 지속적인 

도시화 추세 속에서 아동과 지구에게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인 조치는 자연이 아동의 건강, 교육, 그리고 

발달에 주는 영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연이 풍부하게 섞여있는 도시에서 

회복력이 좋은 공동체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바깥 놀이는 아동이 타 아동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시민권에 대해 학습하게 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거주지 도보 10 분 이내에 자연이 풍부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놀 권리를 즐기는 것을 보장하도록 리더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인지하는 정책, 실제 및 투자가 

필요하다. 

• 도시는 주변 풍경과 보호 구역에 의존하여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생물 

다양성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 자연 체험은 모든 연령대의 신체, 정신 건강 및 웰빙에 이롭다.  

• 자연 체험은 아동의 장단기적인 인지 및 신체 발달을 촉진시킨다. 

• 자연 체험은 아동이 자연 세계를 존중하고 돌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연의 관리자가 되도록 한다.  

• 문화, 이야기와 예술을 통해 자연을 개인화하는 것은 정체성, 자긍심, 가족 

및 지역사회 복지, 사회적 결속력을 만들고 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공원, 놀이터, 그리고 공공 녹지는 건강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도시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 장소들은 자연으로 쉽게 접근하게 

하고, 도시에서 더 많은 자연 경험과 주변 보호 구역으로의 길목 역할을 

해준다.  

• 자연 기반 해결책은 공공의 건강과 교육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비용 

효율적이고 고수익 투자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후와 환경의 변화에 

면역력을 길러준다. 

The Promise of Sydney 는 “자연은 우리의 

삶과 경제, 그리고 염원의 궁극적인 기반이 

되고, 인간 존재, 문화적 정체성, 건강과 

번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시의 녹지를 포함한 보호 지역들이 기후 

회복력과 인간의 웰빙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이야기 한다. 

2009 년에 처음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세계 인구가 많아졌다. 2050 년에 도달하면 

전세계 인구의 2/3 가 도시에 살 것이며, 

도시의 인구가 20 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들은 주로 건설된 환경을 중요시 하고 

투자를 하는 반면 자연에 대한 필요나 

우리의 의존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적 

위험을 가져오며 특히 어린 아동에게 

영향이 크다.  

많은 도시들은 아동 친화적이지 않으며, 

아동의 요구를 우선시 하지 않는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 정서 

발달에 우선순위로 하여 아동의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놀고 탐험하고 야외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는 일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2017 년에는 도시 계획, 아동 발달, 

자연보호, 환경 정책 및 보건 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 52 명이 Parks for the 

Planet Forum 의 The Child in the City: 

Health, Parks and Play 회의에 모여, 

급속하게 도시화되는 세계 속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연과 건강을 위한 

증거를 평가하고 실행을 촉진하였다.  

 



 

 

 

 

 

 

 

아동을 위한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여덟 가지 지침 

1. 다양한 연령, 배경, 소득, 그리고 능력을 가진 모든 아동이 자연에 공평한 

접근을 가지고, 건강과 웰빙 증진을 위해 주기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놀이하도록 보장한다.  

2. 도시를 자연의 실외 교실로 만들기 위해 아동이 매일 사용하는 학교나, 

뒤뜰, 공원, 놀이터, 혹은 도시의 도로들과 같은 장소에 자연을 포함한다.  

3. 레크리에이션, 교육, 영감과 건강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켜, 지역 커뮤니티, 학교, 공원에 대해 아동이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4. 어린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호기심, 경이를 갖게 하고, 자연을 돌보도록 

한다.  (예: 지역사회 정원이나 학교의 자연을 가꾸는 일에 참여 

시킴으로써) 

5. 도시 전체의 자연 요소들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분배된 녹지와 모든 

세대가 걸어서 접근 가능한 자연이 풍부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6. 도시들을 더 넓은 생태계시스템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은 물론 동식물들도 

안전하게 도시를 지나 주변 생태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  

7. 자연으로의 접근을 늘리고, 도시와 주변 보호 구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도시 보존 지역을 만든다.  

8. 도시 속에서 포괄적인 건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단계적이고 다방면의 

파트너 십을 이루어 협업한다. 

 

 

 

 

 

The Parks for the Planet Forum 은 2015 

년에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와 

IUCN 에 의해 시작된 혁신적인 리더십과 

행동을 위한 협업 플랫폼이다. 이 포럼은 

촉매적 리더십과, 투자, 혁신에 대한 연례 

고위급 회의와 진화하고 있는 다년간의 

업무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지역 및 국제 

수준으로 선구적인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포럼은 자연을 인간의 건강과 

행복, 안전, 그리고 번영의 중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 년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는 2015 년 11 월 

포럼의 첫 미팅 때 참가자들이 채택을 했던 

the Salzburg Challenge 의 Nature, Health 

and a New Urban Generation 을 명백히 

지지하였다.  

잘츠부르크 성명서에는 전체 세션 

보고서가 첨부됩니다.  

추가적 정보는 아래를 참조: 

www.salzburgglobal.org/go/574 

 

Salzburg Global Seminar 는 1947 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이며, 현재와 

미래의 리더들에게 글로벌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제기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www.SalzburgGlobal.org 

 

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은 1948 년에 

설립되었으며 가장 시급한 환경 및 개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www.iucn.org 

 

성명서에 명시된 견해는 참가자 간 합의 된 의견으로, 

모든 참가자들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