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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위법 행위 항의를 전문직 위원회에 신고하기: 

예상되는 부분 

소비자 보호국, 그리고 뉴저지의 전문직종인 들을 규제하는 이사회와 위원회들은 대중을 보호하는데 전념합니다. 

우리는 대중이 면허가 있는 전문인 (면허 보유자라고 부름)이 성적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저희에게 항의를 제기하여 

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의 신고는 우리가 조사를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서 이사회가 면허 보유자를 처절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위원회는 누군가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사람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성적 위법 행위 항의를 제기하는 것이 무섭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하가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를 아셨으면 합니다. 

1 단계: 항의신고. 귀하가 성적 위법 행위를 경험, 목격, 또는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든 말하십시오. 경찰에 

전화하거나, 또는 1-800-601-7200에 전화해서 뉴저지 성폭행 반대 연합(NJCASA)의 비밀이 보장되는 성폭행 대병인에게 

말하십시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것과 같은 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면, 경찰 보고하는 것과 같은 다른 

선택을 하는 대신 또는 추가로 귀하는 여기에서 전문직 위법행위 항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름을 꼭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익명의 항의 신고는 저희가 조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2단계: 조사. 위원회는 항의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시작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조사관과 조사에 같이 일할 

변호사(법무부 차관, DAG라고 부름)를 선임합니다.  조사 과정 중에 조사관은 증인(귀하, 면허 보유자, 또는 다른 분)을 

면담할 수 있고 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DAG는 사건에 관해 귀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DAG는 귀하의 변호사가 아니며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조사는 기밀 사항임으로 조사관과 

DAG는 귀하에게 조사중인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3 단계: 검토. 위원회는 조사가 끝나면 증거를 검토해서 처벌 절차를 진행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에게 더 이상의 절차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제안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피해자는 사건이 합의되기 전에 DAG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DAG가 사건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 혐의를 위원회에 접수시키고 정식 심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DAG가 사건에 관해 의논을 하기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단계: 공청회. DAG가 위법 행위 혐의를 접수시키면 DAG와 면허 보유자는 서면 증거들을 교환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정 재판처럼 DAG와 면허 보유자가 증거를 제시하는 공청회가 열릴 것입니다. 공청회는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 하루 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대신해서 행정법부의 행정법 

판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로부터 공청회까지의 절차는 불행하게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적 위법 행위 항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조심스럽게 조사하며, 그렇게 하기위해서 조사관과 DAG는 밟아야 하는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일정을 잡는데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 이전에 DAG는 귀하에게 증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DAG와 귀하가 증언을 원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의논을 할 수 있지만 DAG는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가 증언하는 것을 원치 안으시면 DAG는 귀하의 증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허 보유자가 귀하의 의사에 상관없이 귀하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5 단계: 결의. 공청회후에 위원회나 행정법 판사는 모든 증거물을 고려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공청회를 주최했을 경우 

판사는 위원회에 권고 사항을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벌칙을 내릴 경우 위원회가 어떤 

벌칙을 내릴지도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일반에게 공표되지만 귀하의 이름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6 단계: 항고. 위원회가 공청회후 면허 보유자에게 벌칙을 내렸을 경우에, 면허 보유자는 법원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항고라고 부릅니다. 법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거나, 또는 공청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하거나 다시 사건을 

다루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New Jersey Of f ice of the Attorney General
Division of Consumer Af fai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