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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아동 보호 및 가족 지원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and Family Support website.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Department provides a range services to
Western Australian individuals,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sector
organisations
and
other
government
organisations. Services provided include: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are of the Department’s Chief
Executive Office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abuse and neglect; and
supporting families and individuals at risk or in
crisis to manage their lives and keep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safe.

저희 부서는 지역 단체 및 기타 다른 정부
부서와 협조하여, 서부 호주 주민들, 아동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저희 부서 CEO 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제공; 학대 및
방치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그리고
위험이나 위급상황에 처한 가족들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꾸려 나가고, 가족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 Department’s Case Practice Manual, 저희 부서의 Case Practice Manual (케이스
together with other departmental frameworks, 관행에 대한 지침서)와 함께 부서의 다른
policies and operational manuals, are accessible 지침안과 운영 지침서는
저희 부서
to the public on this website.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If you are having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on this site, and are unable to find
someone to translate it for you, please contact
your nearest Department office and we can
arrange a telephone interpreter for you.

이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정보를 번역해 줄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인근에 있는 저희 부서
사무실에 연락하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주선해 드립니다.

Please click here (1) for a list of our offices. For 저희 부서 사무실의 목록은 여기를 클릭 (1)
further information on how to access interpreter 하시면 됩니다.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services, please click here (2).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 (2)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