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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ogether 개인 정보 
 
귀하의 사생활과 본 도움의 전화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존중히 취급됩니다. 귀하는 익명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저희는 법률 집행 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 주의의 의무가 있지만, 모든 

정보는 NSW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취급됩니다.  
 
Step Together 도움의 전화에 전화해도 익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네, Step Together 는 비밀 지원 서비스이므로 귀하께서는 익명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면 일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보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어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의 개인정보 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통화는 녹음되며 안전하게 보관되고, 주의 의무 및 질관리,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법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 혹은 기타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의 경우, 보고를 위해 정보가 제 3 자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Crimes Act 1900 의 

제 316 항에 따라 심각한 기소가능 위법 행위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정보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A: 저희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귀하의 문의에 대한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NSW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보관됩니다. 정보 및 추천 의뢰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기 중재 

서비스로서, 귀하께서는 법 집행 기관과 연관될 염려없이 Step Together 에서 정보와 지원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원이 기록되지 않도록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 혹은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 

위험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저희는 귀하께 응급 서비스나 경찰에 연락할 것을 권장할 것이며 

저희 역시 그렇게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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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공지 
 
NSW 정부의 개인 정보 활동은 개인 및 건강 정보를 수집, 보관, 사용 및 공개하는데 있어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998 (NSW) 및 Health Records and Information 
Privacy Act 2002 (NSW)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률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개인 정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수집 가능한 정보 및 수집 방법  
• 개인 및 건강 정보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방법  
•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수정하는 방법  
• 건강 및 기타 민감한 정보에 대한 특별 보호를 포함하여, 저희 측에서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방법  
•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본 개인 정보 공지는 개인 및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부처)와 NSW 개인정보법을 준수하는 관련 기관에 적용됩니다. 귀하 

혹은 승인된 제 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보관하고 사용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의 계획, 조정 및 개선의 목적으로 

부처 내에서 귀하의 정보를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는 또한 특정 상황시 

외부 기관에 정보를 공개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 
• 전화: 02 9716 2662 
• TTY: 02 9377 6167 
• 이메일: privacy@facs.nsw.gov.au 

저희 부처의 Privacy Policy PDF, 191.86 KB 는 부처 내 개인 및 건강 정보 취급 방법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에서 개인 및 건강 정보 및 기타 수집 정보를 다루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정책은 저희 부처가 개인 및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체계가 됩니다. 저희는 수집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관계자와 직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처에서는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998 and the Health 
Records and Information Privacy Act 2002 상의 의무 준수 방법을 설명하는 Privacy Management 
Plan PDF, 302.45 KB 을 최근 업데이트한 바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정책은 대중이 열람 가능한 본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적용됩니다.  

이 웹사이트에 링크된 비부처 사이트의 개인정보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해서는 본 부처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개인정보 정책의 적용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정보 이용 요청은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Open Government, Information and Privacy Unit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Locked Bag 4028 
Ashfield NSW 2131 

https://www.legislation.nsw.gov.au/#/view/act/199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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