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기록 

 
 

Capital View Office Park 
52 Washington Street 
Rensselaer, NY 12144 
 

웹 사이트: 

ocfs.ny.gov 
 

가정 위탁 및 입양에 관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1-800-345-KIDS (5437) 
 

보육 불만 접수는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하십시오. 

1-800-732-5207 
 

아동 학대 및 방치는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하십시오.  

1-800-342-3720 
 

유기 영아 보호법에 관한 정보는 

(Abandoned Infant Protection Act)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1-866-505-SAFE (7233)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문의: 

1-866-871-3000 
 
 
 
"우리 아동, 가족, 지역 사회의 안전, 생명, 행복을 

지키도록..." 

 
장애인 보호법에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의거하여,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에서는 

요청에 따라 이 자료를 적합한 형태로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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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십니까? 

키에란 법 
(Kieran’s 

Law)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결정을 도와드립니다. 

보육인이 다녔던 모든 학교로부터 교육 

기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록 열람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또는 관련 비용 

문의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학교로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가족의 교육적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에 의거하여, 기록 대상이 서면 

동의서에 서명할 시에만 교육 기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서에는 공개할 기록, 

기록의 공개 목적, 기록 열람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용 기록 

보육인의 신용 기록은 개인 신용 기록 제공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열람 방법 및 

관련 비용 문의를 위해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모든 신용 기록 요청은 연방 신용 보고법 

(Federal Credit Reporting Act, FCRA)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 아동 가정국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은 

자녀 위탁 시 부모님께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보육인의 신원을 평가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책자에 기재된 기록 유형을 활용한다면 평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주 내 보육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ocfs.ny.gov 



 

알아야 할 사항! 
 
차량 관리부 기록  

(계속) 1998년 10월 27 발효한 키에란 법은 

가정 내 보육인 채용 시 아이들의 부모 및 

보호자가 해당 보육인의 뉴욕 주 범죄 기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키에란 법은 아이가 

거주하는 가정 내에서 주 15시간 이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예. 유모, 베이비시터). 

키에란 법에 따라, 부모는 보육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시 해당 보육인의 지문을 

뉴욕 형사범죄국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DCJS는 해당 지문을 검색하여 

범죄 기록 조사를 실행할 것입니다. 

범죄 기록 조사가 완료되면, 부모는 해당 

보육인의 뉴욕 주 내 모든 범죄 기소 기록을 

통지받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보육인의 

적합성과 역량을 고려한 최적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DCJS가 실행하는 범죄 기록 조사 한 건당 

$75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부모의 재정 여건 

및 지불 능력에 따라 비용 경감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보육인의 범죄 기록 열람을 원하시면 범죄 

기록 요청서(DCJS-3249) 또는 지문 카드를 

DCJS로 보내주십시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riminal History Record Search Unit 
80 South Swan St., Albany, NY 12210  

또는 다음의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518) 485-7675 또는 (518) 457-9847 

스페인어로 통화를 원하시면 다음의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518) 485-0962 

 키에란 법에 의거, DCJS가 제공한 범죄 이력 

정보는 기밀 사항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정보 

공개 또는 2차 공개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일 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JS에서 범죄 이력 정보를 획득한 부모들 

및 어떠한 시설에서든지 1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한 부모들은 "수정 법 (Correction Law) 

752조에 의거, 범죄 기소 이력을 근거로 고용을 

거부할 권리는 해당 이력과 보육인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허용 용도"란 부모가 보육인의 동의 없이 

해당 보육인의 사적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육인의 운전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부모를 위해, 해당 보육인은 다음의 양식으로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V-15GC 개인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동의서 

(General Consent for Release of Personal 

Information). 공증된 동의서를 제공하면, 

부모는 다음의 차랑 관리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양식 작성을 통해 

보육인의 "평생 운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MV-15, 인증된 DMV 기록 요청서. 

두 양식 모두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MV15GC는 다음의 웹 주소 

https://dmv.ny.gov/forms/mv15gc.pdf  

MV-15는 다음의 웹 주소  

https://dmv.ny.gov/forms/mv15.pdf 

DMV는 보육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장, 눈 색깔, 면허 만료일, 최근 

10년간의 모든 음주 관련 기소 건 및 최근 

4년간의 모든 교통 위반 관련 기소 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육인 운전 기록을 DMV에 방문하여 

요청하신다면, 방문 당일에 해당 요청 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 
 

  
  
 보육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 되는 

기타 신원 정보 또한 열람 가능합니다. 본 정보는 

뉴욕 차량 관리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기록, 교육 기록 및 신용 기록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차량 관리부 기록 
 

  
  
 연방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 (1994) 

(Federal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에 

따라, 보육인의 서면 동의가 있을 시 또는 정보 

제공 근거가 "허용 용도" 조건을 만족할 시, 

부모에게 보육인의 뉴욕 주 운전 기록 사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