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SHS)

지문 카드 첨부했음

DSHS 성범죄/유괴범죄
전력자 사전 등록
DSHS Sex / Kidnapping Offender Preregistration
수신:

카운티 보안관

(석방 카운티)

발신:

(석방 기관)
사진

석방일

이름

사용한 가명/별명(해당 시)

DSHS ID 번호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카운티

사건 번호

석방지 주소

등록을 요하는 죄목

판결일

판결 장소

근무지(파악 가능한 경우)

범죄 전력자의 시설 등록 여부가 석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내에 거주 카운티 보안관에게 등록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관 담장자 이름(정자체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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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A09-746A*

주:

RCW 9A.44.130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자는 거주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강간 1o, 2o, 3o ..............................................................................................................

(RCW 9A.44.040, 050 및 060을 각각 적용)

미성년자 성폭행

1o, 2o, 3o ........................................................................................

(RCW 9A.44.073, 076 및 079를 각각 적용)

1o, 2o, 3o ............................................................................................

(RCW 9A.44.083, 086 및 089를 각각 적용)

미성년자 추행

미성년자 간음 1o 또는 2o ..........................................................................................

(RCW 9A.44.093 및 096을 각각 적용)

성추행 ..........................................................................................................................

(RCW 9A.44.100)

사체에 대한 성적 모독 ...............................................................................................

(RCW 9A.44.105)

관음(훔쳐보는) 행위 ....................................................................................................

(RCW 9A.44.115)

피보호자에 대한 간음 .................................................................................................

(RCW 9A.44.160)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성 침해……………………………………………………………. .......................

(RCW 9A.44.(190), (193) 및 (196)

근친상간 1o 또는 2 o .................................................................................................

(RCW 9A.64.020)

유괴 1o 또는 2o

(RCW 9A.40.020 및 030을 각각 적용)

(자녀가 아닌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범죄) ..................................

불법 감금(자녀가 아닌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범죄)................................................

(RCW 9A.40.040)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

(RCW 9.68A.040)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묘사물 취급 1°, 2° ........................................................

(RCW 9.68A.050)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묘사물 전달/운반 1°, 2°(RCW 9.68A.060)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묘사물 소지 1°, 2° ..........................................................

(RCW 9.68A.070)

부도덕한 의도로 미성년자에 접근 ...............................................................................

(RCW 9.68A.090)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의 성적 착취 ....................................................................

(RCW 9.68A.100)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의 성적 착취 - 홍보 ........................................................

(RCW 9.68A.101)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의 성적 착취를 위한 이동 – 홍보………………………

(RCW 9.68A.102)

성적 의도가 인정된 모든 중범죄 ..................................................................................

(RCW 9.94A.835)

워싱턴주 주법 상 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연방, 군, 외국 또는 다른 주에서 받은 유죄 판결
RCW 9A.28에 저촉되는 중범죄 및 해당 범죄를 위한 시도, 공모 또는 모의
RCW 9A.44.132 (1)을 위반한 중범죄(미등록), 1회 이상 (미등록) 범죄를 저지른 경우
9.94A.835 또는 13.40.135가 규정하는 성적 의도가 인정된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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