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of Care of Children in Libraries Policy – in Korean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십시오 
 
도서관 이용 시에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들의 행동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 저희 도서관은 홀로 도서관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만약에 부모
님이나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Care of Children in Libraries Policy – in Korean 
 
어린이 보호에 대한 도서관의 정책 
 
크라이스트처치 시립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의 모든 시설과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환영합니
다. 도서관 이용 시에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들의 행동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0세 이상의 어린이가 혼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부모나 보호자의 동행 없이 

발생되는 각각의 상황은 나이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상황판단능력에 따라 달라짐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어린이들의 학습과 교육을 후원하기 위한 우리 도서관의 목표는 어린이들
이 도서관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하에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
다. 
 
Definition(정의) 
 
▶어린이:  

어린이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비 동행:  

부모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어린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곤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 경찰력이 동원되어 어린이를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도하거나 사회복지사 에게 

인도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  

 만 14세 이하의 아동이 법에 의해 “어린이”로 정의 되지만 10세 이상의 고학년 어린이들은 저
학년 어린이들에 비해서 그들의 안전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학년 어린이
들이 부모의 동행 없이 혼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부모나 보호자의 부재중에 발
생하는 각각의 상황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개인상황판단능력에 따라 달라짐이 충분히 고려되
어야 합니다.    
 
▶도서관 이용 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어린이나 청소년을 포함한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피해를 주는 부적절한 행동. 
 



 
 
 
해당법률: 
 
▶어린이, 청소년 가족법 1989 (Children, Young person and their Families Act 1989) 

▶어린이, 청소년 가족개정법 1994 (Children, Young person and their Families Amendment 
Act 1994) 
▶교육법 1989 (Education Act 1989)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보호법 2005 (Care of children in libraries policy 12 April 2005) 
 
법규 (Regulations) 
 
1. 도서관은 아래의 법규를 준수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가족법 1989 (Children, Young person and their Families Act 1989) 

▶어린이, 청소년 가족개정법 1994 (Children, Young person and their Families Amendment 
Act 1994) 
▶교육법 1989 (Education Act 1989) 
 
2. 부모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도서관을 이용중인 어린이를 포함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발견될 경우 이 법령
에 따라 조치가 취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