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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에서 아동학대 및 가혹 행위에 대한 뉴욕 전주
중앙 등록부(Statewide Central Register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SCR)에 아동 학대 또는
가혹 행위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귀하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본 서신은 CPS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신고 건에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음을 알려드리는 통지문입니다. 이는 아동(들)이 학대 또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거를 CPS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거 없음으로 결론이 난 모든 신고 건은 법적으로 봉인되어 신고일자로부터 10년간 SCR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게 됩니다(사회보장법(Social Services Law) 제422조). 법적 봉인이란 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적 상황에만 근거 없는 신고 건을 열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CPS에서 동일
대상, 동일 아동 또는 그 아동의 형제자매가 관련된 신규 신고를 조사하는 경우 근거 없는 신고 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고는 법적으로 봉인되었으므로 SCR은 고용주 또는 허가 당국에게
근거 없는 신고 건이 있다고 알릴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신고는 해당 신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즉, 해당 근거 없는 신고는 소멸됩니다. 10년 후 SCR에 소멸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귀하가 이 신고 대상자로 명시된 경우, 귀하는 SCR의 기록 사본을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SCR의
신고 기록 사본을 받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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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신고 내용의 아동과 친척 관계이거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에 명시된
경우에는 SCR 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CPS 신고가 두 건 이상인 경우, 모든 신고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본 신고의
봉인은 귀하가 대상자로 명시된 기타 모든 CPS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고에
귀하가 명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본 신고는 그 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본 통지 때문에 귀하가 받는 서비스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본 서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1-844-337-6298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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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거나 위에 명시된 SCR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본 서신의 사본을 동봉하시거나 본 서신
상단에 케이스 ID 및 접수 ID 번호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Lisa Ghartey Ogundimu 씨,
국장 대행
아동복지 및 커뮤니티 서비스 분과
(Division of Child Welfare and Commun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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