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여 자신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보호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불안하거나 

불행하거나 겁이 나거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사람에게 반드시 

의논해야 하는 상황 

예 대처방법 

괴롭힘 및 학대 

 

조롱 및/또는 학대성 

행동  

• 행동,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상의 의견을 통한 지속적인 상처가 되는 

말, 조롱, 모욕적인 말 및/또는 행동  

• 끊임없는 스토킹  

•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예, 돈 

빌려주기) 

• 위험한 일을 하도록 강요 

•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강요 

 

• 그만 두라고 말하기 

• 해당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 

• ISP 매니저와 홈스테이 또는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 IES 비상 전화에 전화하기 

• 아동 비상 전화(Kids Helpline, 1800 55 1800)에 

전화하기 

• Cybersafety Help Button 이용하기 

• (www.dbcde.gov.au/helpbutton 에서 다운로드 

가능) 

부적절하거나 폭행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 

• 원치 않거나 불쾌감이 생기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일 

• 인터넷, DVD, 잡지 또는 사진에 나온 

성인 또는 아동 포르노를 보게 만드는 일 

• 신체 부위를 노출하라고 요구 

• 자기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보여주는 

일 

• 원치 않는 섹스 요구 

• 원치 않는 섹스 또는 성적 접촉을 하도록 

강요 

• 스스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  

• 경찰에 연락 (000, 휴대전화 112) 

•  ISP 매니저에게 알리기 

•  하숙집에 알리기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리기 

• IES 비상 전화에 전화하기 

• 아동 비상 전화(Kids Helpline, 1800 55 1800)에 

전화하기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폭력적 행동 

 

•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일 

•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일 

 
 

• 스스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기  

• 경찰에 연락 (000, 휴대전화 112) 

• ISP 매니저에게 알리기  

• 하숙집에 알리기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리기 

• IES 비상 전화에 전화하기 

방치 

 

보살핌을 받지 못함 

• 오랜 시간 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버린 

경우 (특히 밤시간) 

•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추운 경우 

• ISP 매니저에게 알리기  

• IES 비상 전화에 전화하기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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