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여러분께 학대 및
방임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정부 기관 정보:
리소스

누가 보고해야 하나요:
모든 의무적 신고자는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개인이 말하세요:

의무적 신고자의 예시:

여러분은 돕기 위해 그곳에

• 주 정부 직원 및 사설 제공기관 대행사
• 인력 서비스 전문가
• 의료/임상 전문가
• 교육 전문가
• 법률 집행관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justicecenter.ny.gov

있습니다!
의무적 신고자는 기관에 있는 모든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의 사법센터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권리를 상기시키세요!
학대 및 방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보고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및 가족 지원 단체는 학대 및 방임의
피해자와
그 가족, 개인 대표자 및 후견인을 위한
리소스입니다. 지원 단체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 보고 및 조사과정의 안내 및 정보 제공
• 사례 현황 업데이트
• 피해자 인터뷰 동행
• 형사 사건 및 소송 과정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justicecenter.ny.gov

발달장애국

1-866-946-9733
정신보건국

1-800-597-8481
아동가정국

1-888-219-9818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

1-800-553-5790
뉴욕주 교육부

1-518-474-3852
보건사회 복지부

1-866-881-2809

누군가 여러분께 학대 및

학대 및 방임 신고:

방임을 겪고 있다고 말을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

1-855-373-2122
뉴욕 릴레이 번호: 711

추가 지원은 사법센터로
문의하십시오.

1-800-624-4143
또는 이메일
supportcoordinator@
justicecenter.ny.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소스 카드

한다면:
알아야 할 사항
• 장애로 인한 특수 요구가 있는 사람의
학대 및 방임은 누구나 사법 센터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보고된 모든 학대 및 방임은 사법
센터가 조사합니다.
• 사법 센터는 시민의 권리 보호, 학대
예방과 학대 및 방임 혐의 수사를 통해
장애 및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안전 및 존엄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상 상황은 911로
전화하십시오

해야 할 사항
개인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비상 상황인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확실한 보호 절차 시행을 위해 내부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사건은 사법 센터의 취약자 중앙
등록부(VPCR) 상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55-373-2122
절취선을 따라 카드를 뜯으십시오. 절취한
카드의 반은 본인이, 나머지 반은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개인이 보관합니다.

의무적 신고자, 피해자, 개인
가족 및 개인 대표를 위한 자원
및 절차

학대 및 방임
•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심리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