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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부터 어린이 보호하기: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정보
사실 인지하기
성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며 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관계들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역사회안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아동 성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 신고하기

나의 자녀가 학대의 피해자로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된다면 지역 경찰서를 통해 
빅토리아주 경찰에 연락하시거나,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다른 아동이 학대의 피해자로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이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신체적 학대, 
가정폭력 또는 방치 등)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보건 및 대민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아동보호청(Child Protection)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본 안내서 하단에 있습니다).

  아동이 성학대를 받았다는 의심이 들 경우, 
여러분은 이를 빅토리아주 경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확신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려사항을 조사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관계당국의 
역할입니다.

  또한 부모 및 보호자들은 종종 자녀의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학대 경험을 또래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들은 그 내용을 
다시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들과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들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성인일 
수 있으며, 여러분의 조치가 해당 아동의 안전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이미 조사를 한 후 나의 
신고를 기각하였는데도 그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여러분은 DHHS 아동보호청이나 빅토리아주 
경찰에 다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증거를 
축적하고 관계당국이 해동 아동이 처한 위험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모든 신고는 
아동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누군가가 나의 자녀를 
학대 피해자로 의심하는 경우,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DHHS, 아동보호청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빅토리아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DHHS, 아동보호청 및/또는 
빅토리아주 경찰로부터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말하는 조언을 받지 않은 이상,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학교는 여러분과 협력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며, 그 
조치에는 복지 전문가에게 자녀를 의뢰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 형사범죄에 
해당되나요?
다른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이 정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성인은 누구나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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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사실들

아동학대는 무엇입니까?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인 학대, 길들이기, 정서적 또는 
심리적 피해, 방치 또는 가정폭력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나 무력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예: 아동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가족 또는 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일원 중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신적인 충격은 어린이의 
복지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모든 형태의 학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의 징후들은 
무엇입니까?

아동학대의 징후에는 다양한 신체적 및 행동적 
징후들이 있습니다.

아동이 학대를 받았거나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이성적 판단을 내릴만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징후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의 행동 변화(예:의기소침, 퇴행적인 행동, 
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

  학대의 신체적 징후(예: 설명되지 않는 멍, 
채찍자국, 영양결핍 징후)

  성인과 아동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예: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이유 없는 선물 또는 전화/이메일 
연락)

학교의 역할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교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빅토리아주의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아동학대 사례 또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응급상황에 대응합니다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예: 응급처치 또는 응급서비스에 연락) 

2.  관련당국에 알립니다 
아동이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이를 DHHS 아동보호청 또는 빅토리아주 경찰에 
신고합니다

3.  적합한 경우,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관련당국이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통보를 하면 연락을 
취합니다.

  부모/보호자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건 
조사에 방해가 되거나 해당 아동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학교는 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4. 학대로 충격을 받은 모든 아동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대로 충격을 받은 모든 아동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학생 지원 계획서 (Student 
Support Plan) 에 기록됩니다.

이 조치들은 빅토리아주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All Forms of Abuse in 
Victorian Schools) 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책임이 
있나요?
예-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 모두는 
아동이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관련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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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녀 보호하기

나의 자녀에게 학대에 대해 교육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위협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불쾌한 방식으로 만지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녀가 반드시 알게 하십시오. 

모든 관계는 존중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녀의 학교도 자녀가 안전할 권리 및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빅토리아주 공립학교들은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장려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존중하는 관계 (Respectful Relationshi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안전에 대해 설명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가정에서 자녀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과 인간관계에 대해 자녀와 
스스럼없이 대화하기

  누군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자녀가 
우려하는 경우, 부모가 들어주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신체부위에 대해 정확한 명칭들을 사용하고, 
신체접촉 행위 및 성적인 행동에 대해 자녀의 
나이에 적합한 내용으로 대화 나누기

  성인은 어떤 아동에게도 해를 입히거나 
성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집 외부 또는 학교에서 어린이의 안전 
지키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 코치, 음악교사 등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유효한 
아동업무 적합성 증명서(Working with Children 
Check)가 있어야 합니다. 

방과후 시간이나 주말에 여러분의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교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유효한 아동업무 적합성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와주는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에 대한 정보는 빅토리아주 정부의 Better 
Health Channel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betterhealth.vic.gov.au.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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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자세한 정보 및 지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DHHS 아동보호청 및 빅토리아주 경찰에 직접 
연락하셔서 어린이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분의 
우려사항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자녀의 학교에 다니는 다른 
어린이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학교의 
교장 또는 교직원과 상담하십시오. 또는 해당 
문제를 DHHS 아동보호청 및 빅토리아주 경찰에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을 찾기 위한 정보는 빅토리아주 정부의 
Better Health Channel: www.betterhealth.vic.gov.au 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정보:  
www.education.vic.gov.au/protect 

  학대의 징후에 대한 정보는  
www.education.vic.gov.au/protect 를 
참조하십시오.

자녀의 학교가 취한 조치에 대한 우려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및/또는 학교 외부인과의 
상듬을 원하시면 다음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지역사무소:  
www.education.vic.gov.au/about/contact/Pages/
regions.aspx

  가톨릭 학교 지역 교구 교육사무소:  
www.cecv.catholic.edu.au/About-Us/Dioceses

  빅토리아주 사립학교:  
www.is.vic.edu.au/who-we-are/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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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24시간 서비스

빅토리아주 경찰 000

보건 및 대민서비스 부 
아동보호청

131 278

교육 및 훈련부 보안서비스 
부서

(03) 9589 6266

교육 및 훈련부

보안서비스 부서 (03) 9589 6266

학생 사고 및 회복 부서 (03) 9637 2934 
또는 
(03) 9637 2487

법률부서 (03) 9637 3146

고용인 지원 프로그램 1300 361 008

고용인 건강 (03) 9637 2395

고용인 품행 지부 (03) 9637 2595

프라이버시 부서 (03) 9637 3601

인터내셔널 부서 (03) 9651 3976

커뮤니케이션 부서 (03) 9637 2871

가톨릭 교육

멜번 대교구: 

  전문가 품행, 윤리 및 조사 
사무소

 법률서비스

  학생 복지정보 라인

  커뮤니케이션 & 마케팅 부서 
(미디어 고문관) 

(03) 9267 0228

Sale 교구 (03) 5622 6600

Ballarat 교구 (03) 5337 7135

Sandhurst 교구 (03) 5443 2377

사립학교

빅토리아주 사립학교 (03) 9825 7200

지방

빅토리아주 북동부

일반 문의 1300 333 231 

Benella 사무소 (03) 8392 9500

Glen Waverley 사무소 (03) 8392 9300

빅토리아주 북서부 
Bendigo 사무소 (03) 5337 8444

Coburg 사무소 (03) 9488 9488

빅토리아주 남동부

Dandenong 사무소 (03) 8765 5600

Moe 사무소 (03) 5127 0400

빅토리아주 남서부

일반 문의 1300 333 232

Ballarat 사무소 (03) 5337 8444

Footscray 사무소 (03) 8397 0300

Geelong 사무소 (03) 5225 1000

Horsham 사무소 (03) 5310 5300

Warrnambool 사무소 1300 333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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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대민서비스부 아동보호청

지역 지방정부지역(LGAs) 전화번호

북부/서부 지역(LGAs) Banyule, Brimbank, Darebin, Hobsons Bay, Hume, 
Maribyrnong, Melbourne, Melton, Moonee Valley, Moreland, 
Nillumbik, Whittlesea, Wyndham, Yarra.

1300 664 977

동부 지역(LGAs) Boroondara, Knox, Manningham, Maroondah, Monash, 
Whitehorse, Yarra Ranges.

1300 360 391

남부 지역(LGAs) Bayside, Cardinia, Casey, Frankston, Glen Eira,  
Greater Dandenong, Kingston, Mornington Peninsula, Port 
Phillip, Stonnington.

1300 655 795

서부 지방 및 지역 LGAs Ararat, Ballarat, Golden Plains, Hepburn, Hindmarsh, 
Horsham, Moorabool, Northern Grampians, Pyrenees, 
West Wimmera, Yarriambiack, Colac-Otway, Corangamite, 
Glenelg, Greater Geelong, Moyne, Queenscliffe, Southern 
Grampians, Surf Coast, Warrnambool.

1800 075 599

북-서부 지방 및 지역 LGAs Buloke, Campaspe, Central Goldfields, Gannawarra, Greater 
Bendigo, Loddon, Macedon Ranges, Mildura, Mount 
Alexander, Swan Hill.

1800 675 598

북-동부 지방 및 지역 LGAs Alpine, Benalla, Greater Shepparton, Indigo, Mansfield, 
Mitchell, Moira, Murrindindi, Strathbogie, Towong, 
Wangaratta, Wodonga.

1800 650 227

동부와 남동부 지방 및 지역 
LGAs

Bass Coast, Baw Baw, East Gippsland, Latrobe, South 
Gippsland, Wellington.

1800 02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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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First

Alpine 1800 705 211

Ararat 1300 783 341

Ballarat 1300 783 341

Banyule (03) 9450 0955

Bass Coast (03) 5662 5150

Baw Baw 1800 339 100

Bayside 1300 367 441

Benalla 1800 705 211

Boroondara 1300 762 125

Brimbank 1300 138 180

Buloke 1300 665 218

Campaspe 1800 260 338

Cardinia (03) 9705 3939

Cardinia - 호주 원주민 아동 및 
가족

(03) 9794 5973

Casey (03) 9705 3939

Casey - 호주 원주민 아동 및 
가족

(03) 9794 5973

Central Goldfields 1800 260 338

Colac-Otway (03) 5232 5500

Corangamite (03) 5232 5500

Darebin (03) 9450 0955

East Gippsland (03) 5152 0052

Frankston 1300 721 383

Gannawarra 1300 665 218

Glen Eira 1300 367 441

Glenelg 1300 543 779

Golden Plains 1300 783 341

Greater Bendigo 1800 260 338

Greater Dandenong (03) 9705 3939

Greater Dandenong - 호주 
원주민 아동 및 가족

(03) 9794 5973

Greater Geelong 1300 551 948

Greater Shepparton 1300 854 944

Hepburn 1300 783 341

Hindmarsh 1800 195 114

Hobson's Bay 1300 775 160

Horsham 1800 195 114

Hume 1300 786 433

Indigo 1800 705 211

Kingston 1300 367 441

Knox 1300 369 146

La Trobe 1800 339 100

Loddon 1800 260 338

Macedon Ranges 1800 260 338

Manningham 1300 762 125

Mansfield 1800 705 211

Maribyrnong 1300 775 160

Maroondah 1300 369 146

Melbourne 1300 775 160

Melton 1300 138 180

Mildura 1300 625 533

Mitchell 1800 663 107

Moira 1300 854 944

Monash 1300 762 125

Moonee Valley 1300 775 160

Macedon Ranges 1300 783 341

Moorabool 1300 786 433

Moreland 1300 721 383

Mornington Peninsula 1800 260 338

Mount Alexander 1300 543 779

Moyne 1800 663 107

Nillumbik (03) 9450 0955

Northern Grampians 1800 195 114

Port Phillip 1300 367 441

Pyrenees 1300 783 341

Queenscliff 1300 551 948

South Gippsland (03) 5662 5150

Southern Grampians 1300 543 779

Stonnington 1300 367 441

Strathbogie 1300 854 944

Surf Coast 1300 551 948

Swan Hill 1300 665 218

Towong 1800 705 211

Wangaratta 1800 705 211

Warrnambool 1300 543 779

Wellington (03) 5144 7777

West Wimmera 1800 195 114

Whitehorse 1300 762 125

Whittlesea (03) 9450 0955

Wodonga 1800 705 211

Wyndham 1300 775 160

Yarra (03) 9450 0955

Yarra Ranges 1300 369 146

Yarriambiak 1800 19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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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성폭행 근절 센터(CASA)- 응급 
상담 & 지원 라인 1800 806 292

1800 806 292

Australian Childhood Foundation 1800 176 453

Children’s Protection Society (03) 9450 0900

Child Wise (03) 9695 8900

Vic Aboriginal Education 
Association

(03) 9481 0800

Child Safety Commission 1300 782 978

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

1800 880 176

Victorian Aboriginal Child Care 
Agency (VACCA) 

(03) 9287 8800

Victorian Aboriginal Community 
Controlled Health Organinsation 
(VACCHO)

(03) 9411 9411

성학대 행위 치료 서비스 제공기관들:

Aust Childhood Foundation (03) 9874 3922

Children’s Protection Society (03) 9450 0900

Berry St (03) 5822 8100

말리 성폭행 상담소  
(Mallee Sexual Assault)

(03) 5025 5400

South Eastern CASA (03) 9928 8741

Ballarat CASA (03) 5320 3933

Barwon CASA (03) 5222 4318

Campaspe CASA (03) 5441 0430

Gippsland CASA (03) 5134 3922

Goulburn Valley CASA (03) 5831 2343

Upper Murray CASA (03) 5722 2203

Wimmera CASA (03) 5381 9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