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보호서비스(APS) 조사 정보 안내서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Investigations Fact Sheet

성인보호서비스(APS)는 귀하가 취약 성인을 학대, 포기, 금전적으로 착취, 또는
방치했을 수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조사 과정, 귀하의
권리,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귀하에게 알립니다. 본 조사의 일환으로 APS 는
기록물을 검토하고 협의 사실에 대해 주변 인물을 심문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귀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의 사례에 할당된 조사관:
조사관 연락처: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귀하는 면담 시에 제 3 자(예를 들어, 친구, 변호사, 노동조합 대표, 가족 또는
후견인)와 동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APS 는
가족이 통역자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심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심문을 중단하거나 심문 일정을 재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혐의 사실에 관한 서류 또는 증인을 APS 에게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

APS 는 조사 결과를 나에게 어떻게 통지합니까?
•

APS 는 조사 기간 중에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APS 의 결정
유형:
o 확증 사건: 십중팔구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o 미확증 사건: 십중팔구 혐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o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 혐의 사건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

APS 가 십중팔구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APS 는 배달 증명 우편과 보통
우편으로 귀하에게 서한을 보내서 통지할 것입니다.

•

APS 가 십중팔구 혐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APS 는 귀하에게
구두로 통지할 것입니다. APS 는 귀하가 요청하면 서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PS 가 혐의 사건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APS 는 귀하에게 구두로 통지할
것입니다. APS 는 귀하가 요청하면 서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PS 가 귀하의 현재 주소를 모르면 틀린 주소로 서한이 배달되기 때문에 중요한
마감 시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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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PS 가 학대, 방치, 포기, 또는 금전적 착취의 혐의가 “확증된(substantiated)”
사건이라고 결정했지만 귀하가 그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과정이 끝난 후에도 APS 의 결정이 지지를 받으면, 귀하의 이름이
등록부에 오르게 됩니다.
등록부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귀하가 취약 성인 또는 아동과 감독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서 일을 하거나 자원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등록부에서 귀하의 이름을 삭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APS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APS 가 혐의 사건을 미확증(unsubstantiated) 또는 결론이 나지
않는(inconclusive) 사건으로 결정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APS 가 혐의 사건을 확증(substantiated) 사건이라고 결정했지만 귀하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PS 서신에
심의회 요청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신청하려면, 통지서가 귀하에게 우편으로 배송된 날과 직접 송달된 날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30 일째 되는 날 오후 5 시 정각까지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APS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웹사이트
https://www.dshs.wa.gov/altsa/adult-protective-services-ap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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