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조회 신원 확인
통지
Fingerprint-Based Background Check Notice
귀하의 지문 조회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1.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는 귀하께 지문 조회 신원 확인을 받으시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지문 조회 신원 확인 규정은 RCW 43.43.837 을 비롯한 몇몇 주법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귀하의 지문은 WSP (Washington State Patrol, 워싱턴주 순찰대) 및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가 보유한 전과 기록 조회에 이용됩니다. 지문 확인 후 신원 조회 정보 사본 요청서(Applicant
Request for a Copy of Background Check Information, DSHS 27-110)를 작성하셔서 귀하의 신원 확인 결과서
사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신원 확인 결과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방법으로 정보를 보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신원 확인 결과서에는 아래와 같은 BCCU 정보 제공 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수정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
•
•
•
•
•

신청인 본인 공개
교정국 (DOC)
보건국 (DOH)
연방수사국 (FBI)
워싱턴주 법원
워싱턴주 순찰대 (WSP)
부정적 조치: 노인 및 장기지원 행정국 (ALTSA) / 주민 및 클라이언트 보호 프로그램; ALTSA / 성인 보호
서비스; 아동행정국; 아동, 청소년, 가정복지국 (DCYF) / 아동 보호 서비스

b. FBI 신원 기록 (FBI Identification Record)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FBI 로 정보를 제공한 주/연방 기관에 연락합니다.

•

FBI 의 CJI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범죄 수사 정보 서비스) 부서로 이의신청서를
보냅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FBI CJIS Division
Attention: SCU, Module D-2
1000 Custer Hollow Road
Clarksburg, WV 26306

FBI 로 보내는 신청서에서는 귀하가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또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령, 귀하에 대한 형사 고발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다면 해당 혐의를 기소한 기관 또는 법원이 발행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G (Correspondence
Group, 통신 그룹)에서 항목의 확인 또는 수정을 위해 해당 기관에 연락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관할하는
기관이 FBI 에 공식 통보하면, FBI 는 적절한 변경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통보합니다. (이 절차는 28
C.F.R. § 16.3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 연방수사국 개인정보보호법 방침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Privacy Act Statement)은 다음의 FBI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bi.gov/services/cjis/compact-council/privacy-act-statement.
본인은 본 통지에 서명함으로써 아래 사실에 동의합니다.
지문 조회 신원 확인의 당사자인 본인은 이 통지의 사본을 수령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요청한 개인 또는 기관은
본인이 서명한 이 통지의 사본 1 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을 요청한 개인 또는
기관이 최종 지문 조회 결과를 전달받으면 본인에게 신원 확인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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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이름(정자체로 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