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의무적 신고자를  
위한 요약 가이드 

이 자료는 의무적 신고자에게 그들의 의무 개요와 뉴욕주의 아동 보호 서비스(CPS) 시스템에 대한 일부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무적 신고자란 누구입니까? 
뉴욕주에서는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특별 수행하도록 특정 전문가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사 ✶ 면허를 소지한 창작 예술 치료사 ✶ 사회복지사 ✶ 보안관 
✶ 등록된 의사 보조원 ✶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정 치료사 ✶ 아래의 캠프 관리자 

- 아동 숙박 캠프  
- 여름 주간 캠프  
- 장거리 여름 주간 캠프 

✶ 경찰관 
✶ 외과의 ✶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상담사  ✶ 지방 검찰 또는 지방 검찰 보조원 

✶ 의료 검사원 ✶ 면허를 소지한 정신 분석가 ✶ 데이케어 센터 복지사 ✶ 지방 검찰청에 고용된 조사관 
✶ 검시관 ✶ 면허를 소지한 행동 분석가 ✶ 학령기 아동 보육 복지사  
✶ 치과의 ✶ 자격이 있는 행동 분석 보조원 ✶ 가정 또는 그룹 가정 데이케어 

제공자 
✶ 법 집행 공무원 

✶ 치과 위생사 ✶ 병원의 수속, 검사, 
관리 또는 치료 담당자 

✶ 거주형 아동 보육 시설 직원 또
는 자원봉사자 

  
✶ 접골사    
✶ 검안사 ✶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봉자 
✶ 척추교정의 ✶ 다음을 포함하는 학교 직원 

(이에 제한되지 않음):  
- 교사  
- 생활 지도 상담사  
- 심리학자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교육 혹은 행정 면허나 자격을 소지
하고 있는 행정 담당자 또는 기타 
학교 직원 

✶ 기타 아동 보육 또는 위탁 양육 
복지사 ✶ 발병전문가   

✶ 거주자  ✶ 정신 건강 전문가 
✶ 인턴 ✶ 약물 남용 상담사   
✶ 심리학자 ✶ 알코올 중독 상담사 
✶ 등록된 간호사 ✶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남용 서비

스국의 자격이 있는 모든 개인 
  

✶ 사회복지사 
✶ 응급 의료 기술자   

전체 최신 목록은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의 제 6조 제 6장과 섹션 4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뉴욕주 입법부 웹사이트 
(http://public.leginfo.state.ny.us/menuf.cgi)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뉴욕 법을 클릭해 사회보장서비스법에 액세스하세요.  

 

 

신고할 의무가 따르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의무적 신고자는 아동, 부모 또는 해당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타 개인이 의무적 신고자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의
무적 신고자가 공식적이거나 전문적인 능력을 수행할 때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그러한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신고해야 합니
다. ʺ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타 개인ʺ이란 해당 아동을 보호
할 책임이 있는 보육 담당자, 보호자 또는 18세 이상의 개인을 
가리킵니다. 

사회복지사인 의무적 신고자에게는 추가적인 신고 요건이 있습
니다. 공식적이거나 전문적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
지사는 누군가 의무적 신고자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 보호
자가 공식적이거나 전문적인 능력을 수행할 때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의심되는 
해당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아동을 진료하는 의사는 학대를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관련 우려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일에 자전
거를 타던 중 아동 학대를 목격한 의사는 해당 학대를 신고할 의
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나 부당대우를 신고
하는 의무적 신고자의 법적 책임은 해당 의무적 신고자가 전문 
실무를 그만 둘 때 중단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용기가 있다면 언
제라도 의심스러운 학대나 부당대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란 합리적인 
관찰, 전문 교육 및 경험에 기초하여 볼 때, 아동에게 해를 끼치
는 일에 책임이 아동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모나 타인에게 있거
나 아동이 해를 당할 긴급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의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심은 부상에 대한 설명을 방해하는 것처럼 간단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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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및 부당대우란 무엇입니까? 

학대 
학대는 가장 중대한 부상 및/또는 보호자에 의한 심각한 부상에 
위험에 놓인 아동을 포함합니다. 학대 받는 아동은 부모 또는 
해당 아동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아동에게 입히며 심각한 신체 부상의 위험을 상당히 조성하거
나 아동에 대한 성폭행을 범하는 경우에 놓여 있습니다. 학대에
는 부모 또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타인이 아동에게 고의로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당대우(방치 포함) 
부당대우란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최
소한의 보호를 수행하지 못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
정적 상태가 손상되거나 손상을 당할 수 있는 긴급한 위험에 놓
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 충분한 식품, 의복, 거주 또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적절한 감독, 보호 또는 의료 관리(치과, 안과 또는 외과 진
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 문제 언급)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지나친 신체적 처벌을 주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아동이 
긴급한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정도까지 알코올이나 기타 약
을 남용하는 경우 

가난 혹은 상기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타 재정적 무능은 부
당대우가 아닙니다. 

참고: 학대 및 부당대우의 정의는 주에서 운영하거나 면허를 제
공한 거주형 시설의 아동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라고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의 목록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학대 혹은 부당대우의 요인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아
니며 일부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받는 아동은 이러한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눈이나 머리 혹은 몸의 양쪽 측면에 대한 부상(일반적으로 
우연한 사고는 신체의 한쪽 측면에만 영향을 줌) 

✶ 자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부상(타박상, 베인 상처 및/또는 
화상). 특히 아동이 원인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세게 잡은 자국, 사람이 깨문 자국, 담뱃불 
자국 또는 기타 도구의 흔적과 같이 독특한 패턴으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 파괴적, 공격적 또는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 
✶ 수동적, 내성적 또는 감정이 없는 행위 
✶ 집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부모를 무서워하는 경우 

성적 학대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성병 증상 
✶ 생식기 부위의 부상 
✶ 앉거나 걸을 때 어려움 및/또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 

 성적으로 외설적, 부적절 또는 문란한 행위나 언어 표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지식 표현 
✶ 다른 아동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부당대우의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명백한 영양실조, 무기력함 또는 피로 
✶ 음식을 훔치거나 구걸하는 경우 
✶ 부적절한 위생 상태, 찢긴 그리고/또는 더러운 옷과 같이 개
인적인 관리의 부족 

✶ 안경, 치과 치료 또는 의료적 관심의 필요를 돌보지 않은 경우 
✶ 학교에서의 잦은 결석 또는 지각 
✶ 보호나 관심 없이 부적절하게 방치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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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학대나 부당대우가 의심되는 경우 우려되는 점을 뉴욕주 아동학
대 및 부당대우 중앙 등록처(SCR)로 전화해 신고해야 합니다.  
SCR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여러분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시간은 현지 사회복지부 아동 보호 서비스(CPS)국이 
개입할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SCR에 전화하기 
전이나 후에 부모 또는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할 필
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우에는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 현
지 CPS의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아동의 안전을 평가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위탁 또는 데이케어에 의한 학대나 부당대우를 신고하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 신고자 1-800-635-1522 
공개 핫라인 1-800-342-3720 
기관 직원에 의한 학대: 

1-855-373-2122 

의무적 신고자가 SCR로 구두상 신고한 후 48시간 이내에 LDSS-
2221A 양식으로 작성한 서면 신고서를 지역 사회복지부 CPS국
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양식과 현지 우편 주소는 지역의 사회복
지부에 연락하거나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OCFS) 웹사이트 
ocfs.ny.gov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ʺForms(양식)ʺ과 ʺTry a keyword 
search...(키워드 검색을 시도하세요...)ʺ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검색란에 양식 번호를 입력하고 ʺFind(찾기)ʺ를 클릭합니다. 지
역 사회복지부에 연락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ocfs.ny.gov/main/localdss.asp 

SCR에 전화 신고한 이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학대 또는 부당대우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아주 적을 때가 있지
만 그렇다고 SCR에 전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CR
의 교육된 전문가가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신고 등록 가
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LDSS-2221A 의무적 신고자 양식은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식
별 또는 인구학적 정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CR 
전문가로부터 본인의 전화 신고에 지정된 ʺ전화 IDʺ를 문의하
십시오. 

SCR 직원이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신고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또는 
감독관과 통화하도록 요청하여 까다롭거나 흔치 않는 경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CPS의 역할 및 책임 
신고가 SCR에 등록되면 현지 사회복지부는 즉시 조사 및 후
속조치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현지 CPS 복지사는 24시간 
이내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CPS의 개입에는 아동 및 해당 가정의 다른 아동 상태를 평가
하고 아동 및 가족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동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위
협이 있는 경우 CPS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시 CPS는 의무적 신고자의 신고에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로 주장된 경우에 대한 완전한 조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록을 의무적 신고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의무
적 신고자는 전체적인 조사에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 판단하
고 요청 시 그러한 기록을 CPS에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시작 후 60일 이내에 CPS는 해당 조사가 타당한지 아니
면 근거 없는 경우인지를 판단합니다. 의무적 신고자는 신고의 
결과에 대한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위탁 
SCR에 대한 전화로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나 아동 범죄
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가해자가 부모나 아동에 대한 법
적 책임자가 아닌 경우 SCR 직원은 법 집행 위탁(LER)을 진행
합니다. 기록된 관련 정보는 뉴욕주 경찰 정보 네트워크나 뉴욕
시 특별 피해자 연락 담당국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CPS 신고가 
아니며 현지 CPS가 관련하지 않습니다. 

 
 

http://ocfs.ny.gov/main/localdss.asp


 

 

뉴욕주  

의무적 신고자를  
위한 요약 가이드 

어떠한 보호를 받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출처의 기밀 
사회보장서비스법은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신고에 대한 의무
적 신고자 및 모든 출처를 기밀로 지킵니다. 신고자가 서면 허가
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OCFS와 현지 CPS는 신고 대상에
게 신고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에 관한 정보는 법원 직원, 경찰, 지방 검찰에
게 공유될 수 있으나, 이는 특정한 상황으로만 제한됩니다. 

면책 및 법적 책임 
의무적 신고자가 아동의 복지에 대한 진실된 우려로 신고한 경
우 해당 신고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ʺ선의ʺ의 신고라고 합니다. 

보복적 개인 행동으로부터의 보호 
사회보장서비스법의 섹션 413에서는 의료 또는 기타 공공 혹은 
개인 기관, 학교, 시설 혹은 단체는 SCR에 신고한 직원에게 어
떠한 보복적 개인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
가 학교, 학교 직원, 아동 보육 제공자, 위탁 보육 제공자 혹은 정
신 건강 시설 서비스 제공자는 의심되는 아동 학대 혹은 부당대
우를 신고하는 직원의 의무에 대해 사전 승인 또는 사전 알림을 
포함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신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 
의심되는 아동 학대 혹은 부당대우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
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A급 경범죄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 신고자는 의무적 신고자의 
SCR 신고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으
로 민사 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의무적 신고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나요? 
뉴욕주 교육부(SED) 직업 사무소에서 의무적 신고자에 대한 교
육 요건을 관리합니다. 교사, 여러 의료 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부 카테고리는 면허 요건의 일부로 이러한 교육이 필요
합니다. 이 과정은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OCFS)은 SED가 공인한 자격 있는 
의무적 신고자 교육 제공 기관으로서 의료 전문가, 교육자, 법 
집행 담당자, 데이케어 제공자 및 인력 자원 담당 직원에게 맞춘 
내용으로 구성된 종합적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OCFS는 자격 있는 기타 의무적 신고자 교육 제공자는 물론 의무
적 신고자 관련 법령에서 다루는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주 전역의 대학에 이 우수한 커리큘럼을 공유하였습니다. 
OCFS는 CUNY 전문 학교 (CUNY School of Professional  
S t u d i e s )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무적  신고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OCFS는 의무적 신고자를 위해 자기주도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
합니다. 2시간 동안 웹상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아
래 주소에서 7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www.nysmandatedreporter.org. 
참가자가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특별 참고: 뉴욕주 교육부(NYSED)로부터 면허 교부 및 자격증이 
필요한 의무적 신고자는 뉴욕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교육 담당자
로부터 의무적 신고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는 http://www.op.nysed.gov를 방문하거나 다음의 웹사이트에
서 뉴욕주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PPLEUCA@mail.NYSSED.gov. 

결론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를 예방하는 일은 신고로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를 예방하려
는 노력은 의무적 신고자와 기타 관련된 시민들이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개선할 효용이 있게 됩니다. 
최선의 효과를 위해 지역 CPS는 지역 사회와의 강력한 협력 관
계를 필요로 합니다. 현지 CPS 담당국의 직원을 알게 되면 현지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며 CPS는 여러
분과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 
Capital View Office Park, 52 Washington Street 

Rensselaer, New York 12144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를 신
고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하십시오. 1-800-342-3720 
유기 영아 보호법에 관한 정
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
시오.  
1-866-505-SAFE (7233)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신고를 
위한 의무적 신고자 핫라인: 
1-800-635-1522 
기관 학대에 대한 사법 센터: 
1-855-373-2122 

본 안내 책자의 추가 사본이 필요한 경우 
저희 웹사이트 Ocfs.ny.gov를 방문해  
ʺPublications(인쇄물)ʺ을 클릭하십시오. 

 https://facebook.com/nysocfs  

  
 https://mobile.twitter.com/nysocfs 

 

https://mobile.twitter.com/nysocfs_esp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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