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권리 — 관련 일정표

센터 소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자원 센터 (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는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Pacific McGeorge School of Law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다른 피해자 옹호자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기소 전

지방검사(DA)에게 피고의 체포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DA가 기소한 후

지방검사(DA)에게 피고의 기소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심문 절차

지방검사(DA)에게 피고와 DA가 참석할 권리가
있는 심문 절차와 다른 심리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문의하십시오.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피고측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재판 전

재판 전에 DA로부터 모든 심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재판

지체되지 않고 종료되는 신속한 재판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빨리
돌려받으십시오.
선고 전

선고 전에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호관찰 담당관에게 설명하십시오.

피고의 형량을 결정하는 법원 심리에서 의견을
말하십시오.

선고 전 보고서의 사본을 받으십시오.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 및 공공 안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가석방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십시오.


피해자의 법적 권리

피해자에 대한 보상

손해 배상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 피해자 권리:


민사 소송, 그리고

가정 폭력과 학대 피해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포함)에 대한 추가 권리
또한 이 센터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Marsy 법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법률 정보 조사


“Know Your Rights(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프레젠테이션을 커뮤니티 그룹에
무료로 제공
이 센터는 1-800-VICTIMS 를 운영하며, 이것은
피해자, 가족,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피해자
옹호자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단체를
소개하는 주 전체 무료 긴급전화입니다. 이
긴급전화는 McGeorge 법대 학생들이 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이 센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권한을 위임 받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긴급재난관리국(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CalOES)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

선고 후

손해를 입은 금액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손해 배상).

피고의 석방 예정일과 모든 가석방 심사에
대해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괴롭힘, 학대 또는 다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십시오.

1-800-VICTIMS (1-800-842-8467)
www.1800VICTIMS.org
1-800-VICTIMS (842-8467)
www.1800victims.org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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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y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Marsy 법은 범죄(또는 범죄 시도)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또는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Marsy 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피해자


가석방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은
물론, 일반대중의 안전도 고려합니다.


재판과 다른 형사 소송 절차를 지체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관련
당국에 그러한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피해자 증인 옹호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관련 당국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체포, 피고에 대한 기소, 그리고


가까운 가족*

피고가 다른 국가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보호자, 또는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법률 대리인
*가까운 가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Marsy 법에 대해 알려주고 사본을
제공합니다.


공정함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우하고,
사생활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형사 사법 절차를 밟는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피고나 피고를 대신하는 사람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보석과 석방 조건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합니다.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제공하지
않을 권리.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족이 있는 곳을
찾아내거나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

––
건강 관리를 위한 치료 및 상담과 관련된
정보 및/또는

––
언론 매체가 요청하는 정보(사진 포함)

심리가 열릴 것인지를 통지 받을 권리


정보, 면담 또는 다른 사항에 대한 피고측의


피고와 관련된 법원 심리는 물론, 가석방과

피고 및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권리

형사사법제도는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비밀 정보, 기록 또는 사진을 피고


재판을 하기 전에 사건을 판결하기 위한

다른 석방 심리에 대해 미리 통지 받을 권리

Marsy 법이 제공하는 권리

또한 다음과 같은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관련 당국에
그러한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선고 전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공할 때 그
보고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 피해자는 이
보고서 중에서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부분은
볼 수 없습니다.


피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보(유죄
판결, 선고, 수감 장소 및 기간, 석방 예정일,
또는 탈옥 포함)를 계속 제공 받을 권리.
피해자는 또한 www.vinelink.com에서 매일
피해자 정보 통지(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VINE)에 등록할 수

요청을 거부할 권리.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측과 대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측과 대화를 할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보호관찰 기관에 알려줄 권리.
이 기관은 법원에 대한 선고 권고서에 이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금액을 지불
받기 위해 배상을 청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빨리
되돌려 받을 권리


가석방 절차에 참여하고 피고의 석방 또는

있습니다. VINE은 피고가 수감된 장소를

가석방에 대한 모든 심리에 출석하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항을 말할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