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위탁 
혹은 친인척 
위탁 양육자가 
되십시오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게 
살며 가치를 인정 받고 교육을 받으며 
보살펴 주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위탁 및 친인척 위탁 양육자는 학대나 방치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서 살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마음과 가정을 엽니다.

위탁 양육자는 나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아동 및 청소년도 돌봅니다. 그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적 상황과 양육자의 보호 능력에 
따라 하루 이틀 밤, 몇달, 또는 몇년까지도 양육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탁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반 위탁 및 친인척 
양육자가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 또는 남성, 싱글 또는 커플,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양육자로 필요합니다.

위탁 보호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위탁 보호가 있으며, 여러분 자신의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행하실 수 있는 보호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위탁 양육자 — 일반 위탁 양육자는 자신의 
가정에서 장단기간 동안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아동 안전 관리국(Child Safety)에 의해 
승인됩니다.  

친인척 위탁 양육자 — 친인척 위탁 양육자는 친척, 
가족 구성원이거나 아동 및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집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아동 안전 관리국(Child 
Safety)에 의해 승인됩니다.

다른 유형의 보호에는 임시 보호, 긴급 보호 및 
집중 위탁 보호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보호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시려면, www.qld.gov.au/
becomefosterkinshipcarer를 방문하십시오. 

위탁 양육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본인의 가정으로 합류하는 
일은 아주 보람 있는 일이지만, 항상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 위탁 양육자 또는 친인척 
위탁 양육자가 되는 것은 어떤 가정에게든 커다란 
결정이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변화 및 어려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퀸스랜드 주정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동청소년다문화부(Department of Children, Youth 
Justice and Multicultural Affairs)의 아동 안전 관리국
(Child Safety)은 퀸스랜드 주의 주요 아동 보호 
기관으로서,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학대, 방치 및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다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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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법1999(Child Protection Act 1999) 
하에서 아동 안전 관리국(Child Safety)은 학대 또는 
방치의 위험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돌봄이 제공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줌으로써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탁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 위탁 양육자 또는 친인척 위탁 양육자가 되는 
데에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안전 관리국(Child 
Safety)이 여러분을 위탁 양육자로 승인하기 전에 
평가를 거쳐 약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러분의 가족 상황, 
동거인, 개인 이력 조회 및 위탁 양육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 등 많은 것들이 고려됩니다. 가정 안전 
조사 및 범죄 경력 체크가 이루어지며,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성인 가족 구성원들도 
블루카드(blue card)를 소지해야 합니다. 

위탁 양육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일반 위탁 양육자 또는 친인척 위탁 양육자가 되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일반 위탁 및 친인척 위탁 양육 서비스와 
아동 안전 관리국(Child Safety)이 여러분과 
협력하여 귀하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귀하는 일반 위탁 및 친인척 위탁 양육자를 
대표하고 지원하는 조직인 퀸스랜드 일반 위탁 및 
친인척 위탁 양육 기관(Queensland Foster and 
Kinship Care)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양육자는 지역 위탁 양육자 모임, 다른 위탁 양육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및 혜택
일반 위탁 및 친인척 위탁 양육자는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 수당을 2주에 한 번 받습니다. 임시 양육자는 
아동을 위해 제공한 보호 및 돌봄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습니다.

이 수당은 보호 중인 아동을 위해 기본 가계비, 
음식, 의복, 선물, 용돈 및 오락비 등을 커버합니다. 
지원 필요성이 높고 복잡하며 극단적인 아동을 
위해서는 추가 수당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비용에 대한 실비 변제 또한 가능합니다. 

더불어, 위탁 양육자는 연방 정부 수급에도 자격이 
되며, 여기에는 양육 수당 A (Family Tax Benefit Part 
A), 양육 수당 B(Family Tax Benefit B), 육아 보조금
(Child Care Subsidy), 출산 휴가 수당(Parental Leave 
Pay) 또는 양육 지원금(Parenting Payment)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13 61 50 
번으로 센터링크(Centrelink)에 전화하시거나 
www.servicesaustralia.gov.au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 연락 
해야 합니까?
1300 550 877 번으로 위탁 양육자 모집 라인에 
전화하십시오.

여러 유형의 보호와 일반 위탁 및 친인척 위탁 
양육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www.qld.gov.au/becomefosterkinshipcarer를 
방문하십시오. 

전국통번역서비스(TIS National)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통역서비스입니다. 131 452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tisnational.gov.au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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