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범죄 경력 정보 심사

행정법 845-b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와 정기적이며 상당한 시간 동안 감독 및 제한 없이 접촉하는
개인을 채용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지원자의 범죄 경력 정보를 취득,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뉴욕시 형사사법부(DCJS)는 개인 또는 개인이 서면 허가한 변호사가 DCJS에 보관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범죄 경력 정보
또는 보관된 범죄 경력 정보가 없음이 명시된 답변서의 사본을 수집하는 것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또한 DCJS가
명시한 절차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심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DCJS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criminaljustice.ny.gov/ojis/recordreview.htm>
이 섹션에는 DCJS에 보관된 뉴욕주 범죄 경력 사본을 지원자가 요청하는 절차에 대해 요약되어 있습니다.
1. MorphoTrust USA 웹 사이트 http://www.identogo.com/ 를 방문하거나 1-877-472-6915(무료 전화번호)에 전화하여 지문
채취 예약을 하십시오.
2. "MorphoTrust USA 지문 채취 서비스 요청 - 뉴욕시 형사사법부(DCJS) 기록 검토 프로그램" 양식에는 예약할 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이 정보를 작성할 때 기록 검토 ORI 번호: NYDCJSPRY가 열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답변서를 본인이 아닌 본인의
변호사에게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문 채취를 위해 도착하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두 가지 형식의 신분증을 제시(허용되는 신분증 형식에 대한 정보는 MorphoTrust 웹 사이트나 MorphoTrust USA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제시하고,
b. 지문 채취 서비스 비용인 $59.95를 개인 수표나 기업 수표, 지불보증 수표, 은행 수표, 머니오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수취인은 "MorphoTrust USA" 또는 "L-1 Enrollment Services"로 합니다.
미국 사법부 명령 556-73에는 본인의 기록 사본을 검토하기 위해 수령하기 위한 FBI 신원 기록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원 기록의 당사자만이 개인적 검토를 위해 본인의 FBI 신원 기록 사본을 요청하거나 기록의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BI의 형사사법정보부(CJIS)가 이러한 요청을 처리합니다.
이 섹션에는 지원자가 개인적 검토를 위해 본인의 FBI 신원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거나 기록의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FBI 신원 기록 검토 요청서는 확인 증빙자료(지문) 및 비용과 함께 FBI가 제공하여 서명한 표지와 함께 다음으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FBI CJIS Division - Record Request
1000 Custer Hollow Road
Clarksburg, West Virginia 26306.
이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려면 https://www.fbi.gov/services/cjis/identity-history-summary- checks.을

방문하십시오.
FBI 신원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는 범죄 경력 기록(Criminal History Record) 또는 전과 기록(Rap
Sheet)이라고도 하며 FBI가 체포 및 연방 고용, 귀화 또는 병역과 관련하여 보관하는 지문 제출에서 얻은 정보 목록입니다.
지문이 체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원 기록에는 지문을 FBI에 제출한 기관의 이름, 체포 날짜, 체포 사유(FBI가 아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해당 정보를 FBI에게 제출한 최초 기관에게 연락하거나 체포된 주의 중앙 관리소에
연락하여 FBI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기록 수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FBI는 해당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서가 있어야지만 기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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