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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및 필수 신원 조사 요청을 위한 정보 및 지침. 

CPI(부모 개선 증명서) 요청은 다음의 몇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본 양식을 작성하여 dcyf.cpi@dcyf.wa.gov로 제출하거나 PO Box 40993, Olympia, WA 9850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양식은 https://dcyf.wa.gov/forms?field_number_value=09-012&title=에서 다른 언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https://www.dcyf.wa.gov/safety/can-founded-findings/cpi/cpi-request-form 페이지를 방문하여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세요. 또는 

3. dcyf.cpi@dcyf.wa.gov나 1-800-998-3898번(내선 번호 8)으로 DCYF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본 절차에 관해 문의하세요.

또한, 신청인은 반드시 신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원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Google Chrome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tps://fortress.wa.gov/dshs/bcs페이지를 방문해 온라인 신원 조사 인증 양식을
작성하세요. 이때 섹션 1에 있는 신원 조사 온라인 확인 코드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2. 손으로 신원 조사 인증(DSHS 09-653) 작성을 완료하여 이 요청과 함께 제출하거나 dcyf.cpi@dcyf.wa.gov를 통해 별도로
제출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PO Box 40993, Olympia, WA 98504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섹션 1: 신청인 정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N/A를 입력하세요. 
성 이름 가운데 이름 생년월일

신원 조사 확인 코드(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한 경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섹션 2: 자격 기준. 
자격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dcyf.cpi@dcyf.wa.gov 또는 1-800-998-3898번(내선 번호 8)으로 DCY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CYF는 반드시 RCW 74.13.720(4)에 서술된 기준을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CPI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PI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했습니다
• 과거 2년간 CPI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 CPI 수령 이후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 판결 확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성적 학대, 성적 착취, 또는 신체학대에 대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상, 화상, 아동의 호흡 방해, 만 3세 미만의
아동 흔들기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아동을 위협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과 유사한 중범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계류 중인 범죄 수사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주, 연방 또는 국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o 제9A.42절 RCW에 명시된 모든 중범죄(아동에 대한 신체적 방지 관련)
o 제9A.32절 RCW 또는 제9A.36절 RCW에 명시된 모든 중범죄(아동에 대한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관련)
o 제10.99절 RCW에 명시된 모든 중범죄(가족 또는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가정폭력)
o 제9.68A절 RCW에 명시된 아동에 대한 중범죄
o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중범죄:

 모든 법률에 A급으로 정의된 모든 중범죄 또는 A급 중범죄를 범하려는 시도
 A급 중범죄를 범하려는 범죄 교사 또는 범죄 공모
 1급 또는 2급 살인
 부적절한 성적 접촉 또는 행위
 2급 납치
 2급 방화
 1급 착취
 2급 강도
 차량을 이용한 총격
 차량을 이용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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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첨부해야 하는 문서(요청 시 선택 사항). 
 DCYF는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성품, 적합성 및 능력을 갖춘 자라는 증거가 우세하며 RCW 
74.13.720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CPI를 발급합니다.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신청인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진술서 및 모든 문서는 본 평가에 도움이 되며 다음 문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최근 평가
• 법원이 명령한 권장 치료,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문서
• 현재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고용주, 전문가 및 기관을 출처로 한 신원 및 경력 보증인
• 모든 종류의 교육, 자원봉사, 근로 내역 또는 지역사회 참여
• 행동 변화 또는 재활을 나타내는 기타 정보

아래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또는, dcyf.cpi@dcyf.wa.gov나 PO Box 40993, Olympia, WA 98504로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기타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내는 모든 문서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전체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진술서(선택 사항): 

DCYF는 신청자에게 위에 제공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여 본 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CPI 상태 확인을 원하시면 1-800-998-3898번(내선 번호 8)으로 DCY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FFICE USE ONLY (내부용) 
DATE RECEIVED (DATE STAMP) RECEIVED BY (INITIAL)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4.13.72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4.13.72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4.13.720
mailto:dcyf.cpi@dcyf.wa.gov
mailto:dcyf.cpi@dcyf.wa.gov

	fill_2: 
	fill_3: 
	fill_4: 
	fill_5: 
	fill_6: 
	fill_7: 
	fill_8: 
	fill_1: 
	DATE RECEIVED DATE STAMP: 
	RECEIVED BY INIT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