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 사항들
출석 - 자녀의 출석이 매일 확인되고 중대한
결석사항들은 학생들의 출석을 담당하는 직원에 의해

학교가 해야할 일
학생은 학교에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통학하며 본인의 최상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아이들을 위한 안전 교육

안전한 신분인지 조회될 것이고 아동보호와 안전에 필요한

예의 주시하게 한다. 학교는 학부모님이 읽고 이해 할만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떄

한 출석 규정을 제시한다.
행동 - 학교 주변 전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학교에 근무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일하는데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해야할지를 훈련 받을 것입니다.
•

학교에서는 안전보호담당자 ( DSL ) 가 안전을 담당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충분한 훈련을

행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동 규정을 제시한다.

받게 된다.

아이들은 싸울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된 어른들이

안전보호 담당자는…………

잘 듣고 중재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님/보호자를 위한 정보

괴롭힘 방지 캠페인은………..

더 많은 안전 보호 정보를 원하시면 학교 웹사이트와 팬
도셋 아동 안전 파트터쉽 왭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Pan

Dorset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
website)

괴롭힘 - 학교는 학생들 상호간의 괴롭힘 문제를

인터넷 안전 캠페인은…………

여러분의 자녀나 다른 아이의 안전에 대한 염려들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를 함께

상담사는……….

생기면 학교 안의 안전보호 담당자, 학교 책임자 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괴롭힘 반대 규정을

사건방지책임자는………

관련부서 및 직원과 상의해주세요. 또한 아래에 직접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님들이 읽어야한다.

•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가끔은

건강과 안전 - 학교 전 구성원들은 어른들과 아이들

아동복지기관이 일을 처리하기전에 학부모에게 사항을 전부

모두가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설명해주는

갖는다. 학교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보호기관에 사항을 알려 할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 위생보호사를 두어 어떤 사고에도 잘 대처하도록

규정이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따로 문의해주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배우도록 도울 것입니다.예를 들면, 건강한 식습관, 괴롭힘

온라인상 안전교육 - 테크놀로지는 학생들 교육에 주요한

방지, 온라인상 안전교육, 도로 안전, 건강한 인간 관계들,

역할 매체임을 학교는 인지한다. 아이들이 학교와 집에서

약물과 알콜 방지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극단적행동을

인터넷 온라인 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방지하는 법 등.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위험한 노출된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를 지원한다.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불만사항 - 학교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불만사항이

부모님과 보호자들이 해야할 일

있으면 편안하게 학교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학년

부모님들과 아이들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가장

책임자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불평 사항이든지 해결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수 있도록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더욱 커지기 전에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느낌이 없다면 학교에
공식적으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해주세요:

BCP MASH
01202 123334
or MASH@bournemouth.gov.uk

안전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찰서와 아동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따르게 한다. 학교는 잘 훈련된
한다.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아이에 관한 의논 사항이 생기면

같습니다
•

자녀에 대한 염려 사항을 편안하게 학교와 의논한다

•

도움이나 조력이 필요하면 학교에 이야기한다

•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법정 관련 문제 발생시 학교에 알린다

•

거주지 이동, 새 연락처, 이름 변경, 변경된 보호자 정보 등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학교에 알린다

•

자녀의 픽업 담당자를 학교에 알리고 두명의 비상시
연락처를 학교에 알린다. 학교와 미리 동의된 사항들도
변경이 된다면 알려준다.

•

학교에 자녀가 결석을 해야 할 경우 이유를 포함하여

Police on 999 in an emergency
(긴급사항 999 번)
or 101 for non emergency
(긴급사항 외 문의 101 번)
NSPCC 0808 800 5000
( 아동보호단체 0808 800 5000)
Childline 0800 1111
(아동보호연락처 0800 1111)
Pan Dorset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 BCP
Safeguarding in Education Sub Group
( 개정판 2021 년 9 월)

안전 보호란?

안전 보호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다룬다.

모든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

괴롭힘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한

•

편견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

화재 안전

이는 안전에 있어서 최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아동 학대

것이다.

•

도주

•

섭식 장애

•

아동 보호

•

우울증

•

정신 건강 문제

•

아동 분실 방지 교육

•

도로, 철로, 수질위생

안전보호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모든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지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

충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지

•

건강한 상태인지

•

안전한 상태인지

•

삶에서 가장 최선의 기회들을 갖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지

•
•

네 가지 형태의 학대가 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가정 학대

학대 그리고 방치

•

아동에게 물건매매,구걸
시켜기

정서적 학대

•

도로 안전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충분한 사람과 관심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

성 착취

않을 때나 위협, 모욕 및 무시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긴장,

•

아동인신매/ 현대판

위축, 공격적 그리고 행동 장애를 겪게 할 때이다.

노예매매
•

약물 및 알콜

•

자해

•

인터넷 상 안전문제

•

건강 및 안전 문제

•

급진적 행위

신체적 학대
부모님이나 보호자 또는 다른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하지 않을 때이다.
성적 학대

결국에는 안전 보호는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을 학대로부터

아이나 젊은이가 성적인 행동들에 연관되도록 강요하거나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들이 안전한

보호하는 것이다

유혹하는 것이다. 아이가 상황을 인지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

필요시 도움을 줄 사람들을 갖고 있기

•

미리 도움주기- 아이와 젊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하면
알아차리고 도움 주기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나 어린 사람이 걱정이 될 때
이를 인지하고 무엇을 할지 알기
아이와 젊은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나 학대에 노출
되었을 때 알아차리기

•

여성 성기 절제

•

사람들인지 또한 이를 유지 가능한 사람들인지

조력을 주기

•

•

학대 발견하기

안전 보호는 또한 아래와 같음을 의미한다…

•

폭력 및 조직 가담

아이들 및 젊은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들인지

•

학대의 형태

•

아이와 젊은 사람을 보호하기위한 직접적 행동을 취할
수 있기

안전 보호는 어떤 해로운 상황이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단지 보호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가장
해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둔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무관하다 . 또한 이것은 강도 높은 폭력에 반드시 연루되게 하는
아동학대 또는 방치는 18 세 이하의 누구든지 피해를 입거나

것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
때론 아이나 젊은이가 모르는 사람 또는 다른 아이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아이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

젊은이로부터 학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피해자는

음식, 옷, 잠 잘 곳 또는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피해를 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예를 들면 가족

의미한다. 또한 아이가 안전하지 못한 곳에 적절한 보호가 없이

구성원이나 사회적으로 가깝게 알고 지내는 누군가 일수 있다.

남겨지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학대를 당할 수

가정 학대

있다.예를 들면 집, 학교, 지역 스포츠 센터 또는 방과 후 활동

성별에 관련없이 16 세 이상의 파트너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클럽 그리고 온라인상 등에서 말이다. 때론 사람들은 해가

받는 어떤 행태의 통제, 위협적인 행동, 폭력 및 괴롭힘.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만 이를 멈추도록

학교는 가정 학대 사건의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면 경찰서로부터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주의를 받게 된다.

학대의 결과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된 상태로 자란 아이들은 단기간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전 생애에 걸쳐 오랜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의 어려움,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약물이나 알콜 남용의 문제의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조력, 계속적인 감시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복지 부서에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아동 착취
아동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거나, 노동을 시키거나
성적인 쾌락을 얻는 것 또는 개인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