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중죄 사건(그리고 일부 경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re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보호관찰국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설명하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기회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재정적 손실의 리스트를 제공,
그리고

§§보상금을 신청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서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선고를 받을 때, 법원에 출석할 권리
§§범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법원에 알릴 권리,
그리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처벌이 무엇인지 말할
권리(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포함)

보상과 선고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피해자는 재소자의 가석방
심사에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가 가석방되려면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
심사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소자가 가석방되는 시기에 대해 가석방 위원회에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 범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년 가석방 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가석방 심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 교정재활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www.cdcr.ca.gov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
피해자(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피해자,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의
피해자 포함)와 가족을 돕는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과 옹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단체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센터 소개
범죄 피해자 자원 센터(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는 198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수천 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 직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질문에
답변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the Pacific, McGeorge School of Law
§§
전화: 1-800-VICTIMS (1-800-842-8467)
§§웹사이트: www.1800VICTIMS.org

이 센터는 University of the Pacific,
McGeorge School of Law와 Californ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alEMA - www.oes.ca.gov)의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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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재정, 법률, 건강 또는 정신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 법원은 범죄자에게 범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손해 금액을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해
손해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정부기관이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민사소송에는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매우 엄격한 기한이 있고,
법원 규칙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변호사를 알아보시려면 저희 센터나
다음 단체로 전화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
1-866-442-2529 – 이것은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상담
§§받지 못한 임금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의료비, 그리고
§§장례식과 매장 비용

범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법원에 알려주십시오.
피해자는 법원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범죄가 피해자의 생활에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법원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안전과 보호. 피해자, 가족 또는 증인들이
범죄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법원에 소송을 제기. 피해자의
손해 금액이 10,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법원은 피해자의 사건을 도와줄 소액
사건 상담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ourts.ca.gov/selfhelp-smallclaims.htm

피해자 권리장전(Marsy’s Law)이라는 명칭의
이 특별법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둘 것을 권합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법을 인쇄하고 자원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oag.ca.gov/victimservices/marsy

§§취업 교육 또는 재교육
§§주택 가정 보안 시스템 또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집 또는
자동차에 대한 변경

§§범죄 현장 청소 및 이사 비용
§§보험에 대한 가입자 부담금

중요 사항! 이 프로그램은 재산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범죄를 도와주지 않았고 범죄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법집행에 협조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 때문에 부상을 입은
사람

§§피해자의 부양가족
§§18세 미만인 피해자를 돌보는 사람
§§범죄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청구서를
지불하는 사람, 또는

§§피해자의 친척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보상금과 지원을 받기 위한 도움을 제공
피해자가 보상금, 지원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몇 프로그램과 단체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CalVCP)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각 카운티에 1개의
센터가 있음)

§§보상 및 다른 프로그램과 단체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각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와 관련된
70,000달러 이하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 판결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의해
완전히 보상을 받지 못한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의료 및 치과 서비스 또는 기기
§§받지 못한 임금, 부양가족 부양비 또는

보육비(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범죄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장례식 및 매장 비용

치료 또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 또는 범죄와
관련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은 사람

보상을 받는 방법
범죄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십시오(늦게
신청하는 매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보상을 신청하시려면 피해자보상 및 정부청구위원회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로
연락하십시오.

§§전화: 1-800-777-9229, 또는
§§웹사이트: www.vcgbc.ca.gov

보상을 받는 다른 방법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피해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실업보험
§§빈곤층 가정에 대한 임시 지원(TANF)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장애 프로그램

§§메디캘(Medi-Cal)
§§피해자의 주택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
각 카운티에는 1개의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Victim/
Witness Assistance Center)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범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피해자들을 도와줍니다.
이 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해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에 보상금을 신청
§§법원 관련 준비(범죄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법원에 설명하고, 범죄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
명령을 신청하는 것 포함)

§§피해자를 도와줄 다른 프로그램들을 소개
§§피해자가 법원에 갈 때 교통편과 탁아소를 주선
§§음식, 보호시설, 의복 제공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 명령 신청
§§고용주, 의사, 채권자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설명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를 찾는 방법
피해자의 지역에 있는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를
찾아보려면:

§§전화: 1-800-VICTIMS (1-800-842-8467)
§§웹사이트: www.1800VICTIM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