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과 청소년 및 취약 성인들의 안전과 복지는 YMCA 
NSW에서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이 책자는 부모와 보호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책자에는 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들을 

모든 형태의 유해 혹은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돕는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YMCA NSW 의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 보호

YMCA NSW 는 적합하게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여 본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 하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및 

취약 성인들을 감독하고 돌보고 교육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본 기관에 맡겨진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이들의 안전을 확실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모든 이들이 어떠한 유형이든 학대 혹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데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환경 제공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YMCA 는 160 여년 동안 호주 지역공동체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본 기관은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믿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직원들은 매일 NSW 와 ACT 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본 
기관의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방과 후 케어, 방학 케어 및 
캠프 지역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강력한 시행 과정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 및 취약 성인들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합니다.
각 직원은 경찰 조회와 함께 NSW 아동 업무 검증 (NSW Working with Children Check) 혹은 ACT 의 취약자 업무 
검증 (Working with Vulnerable People for the ACT) 등록과 호주 아동재단의 ‘아동 보호 (Safeguarding Children)’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본 기관은 YMCA NSW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이를 중차대한 업무로 취급합니다.
책임성 있는 성인으로서 본 기관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행동을 취함으로써 저희 업무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기관의 CEO 레이사 하트의 메시지

YMCA NSW는 포괄적인 핵심 업무를 통해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며 본 기관의 절차 
및 시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감사를 하며 개선합니다.

안전한 환경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ymcansw.org.au/who-we-are/statement-of-commitment 를 방문하십시오

YMCA NSW 는:
 • 정직, 존중, 돌봄, 책임 및 안전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 모든 불만 신고 및 진술을 신중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 아동, 청소년 혹은 취약 성인의 안전에 대해 본 기관이 가진 우려사항에 부응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 보호 프레임워크에 모든 직원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직원이 저희 공동체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 보호에 
대한 본 기관의 약속

배이비시팅 및 개인 지도 서비스
YMCA는 저희 직원이 직장 외부의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보면… 무엇인가 말하세요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 보호 프레임워크
YMCA NSW 는 상황 인식 및 적절한 대처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사항으로 지원됩니다.

 • NSW 및 ACT 의 의무적인 정부 보고
 • 직원 채용, 훈련 및 의무적 행동 기준
 •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 보호를 위한 분명하고 문서화된 

절차 및 정책
 • “무엇인가 보면, 무엇인가 말하세요” 표어
 • 사건 보고, 관리 및 분석
 •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초점.

본 기관은 지속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본 기관의 문화, 절차 및 정책에  
대한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지속적인 법준수를 장려합니다.

채용 업무
본 기관은 임명되기 이전에 직원 모두가 포괄적인 채용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공적인 신청인들은 YMCA 
NSW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 보호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기관의 채용 절차는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 국가 범죄 기록 조회
 • NSW 아동 업무 조회
 • ACT 의 취약인 업무 등록
 • 최소한 두 명의 참고인 체크.

신규 직원들이 YMCA NSW 에 도착할 때 아래 사항도 마쳐야 합니다.
 • 업무소개 및 교육 프로그램
 • 인가된 아동 보호 교육.

본 기관은 모두가 의견을 피력하고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보고하도록 권장합니다.

YMCA NSW 지역의 아동, 청소년 혹은 취약 성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YMCA NSW 당직  
매니저에게 02 9687 6233 으로 전화하거나 email safeguarding@ymcansw.org.au 로 이메일을 하십시오.

아동에게 심각한 유해 위험이 있을 경우 아동 보호 헬프라인 혹은 케어 및 보호 서비스 헬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NSW 에서는  13 21 11 로 전화 
ACT 에서는  1300 556 728 로 전화

어떤 사람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가 있을 경우 트리플 제로 (000) 번호로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아래 기관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동 헬프 라인  1800 551 800  부모 라인 NSW  1300 130 052 
Beyond Blue  1300 224 636  라이프라인  13 11 14  
가정폭력 및 성폭행 1800 737 732

http://www.ymcansw.org.au/who-we-are/statement-of-commitment
http://ymcansw.org.au/who-we-are/statement-of-commi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