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NSW 주 아동 상대 업무용 신원조사(WWCC)
신원조사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동 상대 업무용 신원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동 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8 세 미만자에게 서비스 제공
업무 성격상 보통 아동과 장기간 대면을 하게 되는 경우

•
•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단독으로 아동과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에 관한 비밀 정보를 다루는 업무

다음은 예외입니다:
•
•
•
•

18 세 미만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개인적 합의로 자택에서 이뤄지는 업무 (예: 베이비 시터, 청소부)
단기간 NSW 주 방문 (30 일 이하나 일회성 이벤트)
자녀의 일상적인 학교 활동이나 과외 활동을 자원해서 도와주는 가까운 친척. 단, 신원조사가
요구되는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제외됩니다:
o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개별적 돌봄 제공
o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
o 아동의 숙박 캠프에 참석

유의 사항
아동 상대 업무용 신원조사를 신청할 경우:
•
•
•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최신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직 시 귀하의 신원조사가 함께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잊지 말고 새 고용주에게 귀하의
신원조사 번호(Check number)를 알리세요.
카드는 없습니다 – 신원조사 번호(Check Number)를 보관하세요. 이 번호는 신청 시 받은
서신이나 이메일 그리고 귀하의 승인 통지에 나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
아동 상대 업무용 신원조사는 다음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를 포함합니다:
1.

2.

전국적인 범죄경력:



유죄 선고 (형의 실효 또는 미실효)
소추 (심리, 미심리, 기각 모두 해당)



청소년 전과

보고기관에 의한 모든 부정행위 결론과 NSW 옴부즈맨에 의한 통보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우려가 제기될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위험성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아동 상대 업무용 신원조사를 신청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
•
•
•
•
•

승인 – 귀하는 아동과 일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 본 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지 않는 한 귀하는 신청 번호를 이용해 아동과
일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동안 귀하는 신청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적 금지 – 귀하가 아동과 일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성 평가
동안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금지 – 위험성 평가 후 나올 수 있는 결과로, 귀하가 아동과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 금지 –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는 아동과 일할 수 없습니다.
종결 – 중복 신청, 요청 정보에 대한 무응답을 비롯한 많은 이유로 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아동과 일하는 것이 허용되면 본 청이 승인 통지를 보냅니다.
귀하의 신청이 잠정적 금지나 자동 금지 또는 다른 금지로 결론이 나거나 혹은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이들 경우에 귀하가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청은 조사 결과를 귀하의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는 그
외의 어떤 정보도 고용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려 요소
본 아동보호자청(OCG)이 위험성 평가 기록을 검토할 때 많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행동 관련 요소
•
•

심각성 (행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법정 결과, 처벌 등에서 드러난 정도)
행동 발생 이후 경과 시간

•
•

피해자의 나이와 취약성
범죄자와 피해자(들) 간의 관계

•
•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나이 차
피해자가 18 세 미만인 사실을 범죄자가 인지했는지 혹은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신청자 관련 요소
•
•

범죄 이후 지금까지의 행동
범죄 당시 나이와 현재 나이

•

전체 전과의 심각성

재발 관련 요소
•
•

범죄가 되풀이될 가능성
범죄 재발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

지속적인 모니터링
NSW 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매우 철저한 신원조사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만약 어떤 개인에게 관련 있는 범죄경력이나 직장전력이 새로 생길 경우 본 청은 이를 통지받아
해당 개인의 신원조사 결과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력은 아동보호자청(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의 위험성 평가를 촉발하게 되며 그
결과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www.kids guardian.nsw.gov.au

전화 02 8219 3777

이메일: check@kids guardian.nsw.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