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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딩(아동 안전 

보호)은 우리 모두의 

일 입니다. 

킹스턴 및 리치몬드 

지역 아동 세이프가딩 

의원회 

 

 

 

 

세이프 가딩이 

무엇인가요? 
어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위험과 

피해로부터 보호되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역할, 상황에든지 간에 업무를 

하면서 아동 및/혹은 청소년과 

접촉하게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전과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관심이 가는 모든 우려나 의혹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킹스턴 혹은 리치몬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단일 접촉팀 

Single Point of Access (SPA)  

 020 8547 5008 
            또는 

      업무시간 외 비상 연락처  

 020 8770 5000 

 경찰신고 999 

 

(Outside of office hours) 

 

 

 

 

www.kingstonandrich

mondlscb.org.uk 

 

유용한 연락처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가요? 
 

중요 순위, 기능 혹은 최신 정보, 뉴스레터,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성인을 

위한 지원 및 조언 등 만약 저희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kingstonandrichmondlscb.org.uk 
 

혹은 저희 킹스턴 혹은 리치몬드 LSCB팀 

멤버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 0208 831 6323  
 

또는  
 

 이메일:lscb-

support@achievingforchildren.org.uk  
 

LSCB 교육에 대해 알고싶으신가요? 
이곳을 방문해 주십시오: 

www.kingstonandrichmondlscb.org.uk/traini
ng 

 

 

 

         트위터: @KR_LSCB  

 

@KR_LSCB  

http://www.londonscb.gov.uk/
mailto:lscb-support@achievingforchildren.org.uk
mailto:lscb-support@achievingforchildren.org.uk
https://twitter.com/KR_LSCB
https://twitter.com/KR_LSCB


 

 

 

 

 

 

 

 

 

 

 

 

 

 

 

 

 

 

 

 

 

 

  

 

 

 

지역 아동 세이프가딩 

위원회(LSCB)는 

무엇인가요?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개별 

기관내에서 이미 이용 가능한 

교육을 보완하는 멀티 에이전시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춘 강좌, 

브리핑 및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보호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세이프가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의 동료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교육 과정에 대해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주십시오:  

 예방 

 아동 성 착취  

 온라인 안전 

 가정 학대 

 여성 성기 훼손 (FGM) 

 정신 건강 간단 조치 

LSCB 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이프 가딩 교육 

 의장은 최고 실행의원이나, 

LSCB 는 지방 자치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이프 가딩 정책 및 절차 – 

멀티 에이전시 정책 및 절차 

개발 

 학습 및 개선 사례 검토 – 

적절한 사례 검토를 통해 

 세이프 가딩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사소통 및 인식 확장 

 감사 및 성과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세이프 가딩 

장치 모니터링 및 평가 

 아동 사망 개요 판넬 (CDOP) 

– 모든 위험요소를 줄여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킹스턴과 

리치몬드의 아동 사망에 대한 

정보수집 및 검토. 

2017 아동과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지역 안배를 통해 아동 

세이프가딩을 만드는 것이 

요구됩니다.  
 

킹스턴과 리치몬드에는 지역 아동 

세이프가딩 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 -

LSCB)가 있습니다. 
 

LSCB는 아동,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들 누구들과도 함께 일하는 

모든 기관들을 모아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합니다.    
 

LSCB의 목표는 정보제공, 지원 및 

훈련을 통해 최상의 안전 보호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항상 귀기울이는 것입니다.  
 

LSCB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멀티 기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과 접촉하는 모든 

기관들이 적절한 안전 보호를 늘 

갖추고 있을 수 있게끔 합니다.  

 

 

킹스턴과 리치몬드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최상의 안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