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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후견인 (Public Guardian) 

누가 공공 후견인인가? 
공공 후견인은 독립된 법률 담당관으로서 아동 보호 시스템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는 
대리 혹은 친족 케어, 거주 케어, 수용소, 정신건강 시설 혹은 교정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공공 후견인 (OPG) 사무소에서는 지역사회 방문객들과 아동 옹호 법률 
담당자들을 통해 개별적 옹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방문객들과 아동 옹호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필요사항이 
충족되고 자신들의 견해와 희망사항이 경청되고 있음을 
확실시함으로써 이들을 돕고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방문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OPG 지역사회 방문자들은 아동 옹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동 
혹은 청소년이 도움과 지원 혹은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혹은 청소년들의 케어 주선 및 권리 
혹은 단순히 이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케어를 시작하거나 혹은 케어가 다시 주선되는 모든 아동은 지역사회 
방문객의 방문을 받으며 그 후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개별적 필요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방문이 결정됩니다.  

지역사회 방문객의 아동 지원 예: 

 이들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이들의 필요사항이 충족됨을 확실시함 

 아동 혹은 청소년의 견해를 이들의 아동 안전 담당관에게 표출 

 문제 혹은 분쟁 해결을 도움 

 케어를 떠날 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 

아동 옹호 법률 담당관은 어떻게 돕는가? 
주립 법률 담당관 팀을 통해서 OPG 는 아동 보호 시스템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아래를 통해 조언과 정보 그리고 도움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법률적 사안들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 

 가족 그룹 회의, 법정 및 재판소 공판에서의 케어 주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질 때 이들의 견해가 경청되고 고려되도록 지원  

 법정 컨퍼런스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적 및 기타 대리 업무를 
계획 

 아동 안전에 따라 내려진 결정과 관련하여 혹은 아동 보호 명령과 
관련하여 법정 혹은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지원 

 학교에서 정학 혹은 퇴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아동 혹은 
청소년들을 지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공공 후견인 사무소 

전화:무료 전화 1800 661 533 혹은 07 3225 
8325 

SMS:0418 740 186 

이메일:  child@publicguardian.qld.gov.au  

웹사이트: www.publicguardian.qld.gov.au 

본 기관에 한국어로 연락하길 
원하시거나 어떤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원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에 13 14 50 으로 연락하여 
공공 후견인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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