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범죄로 인해 부상 당하신 적 있습니까?
Korean (Rev 06/09)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줄 수있을 것 입니다.

지역적 지원
피해자를 위한 자료는
캘리포니아 전지역 58
카운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와 일하는
옹호자들이 지원을 신청한
개개인을 도와주며, 피해자를
긴급 대책 시설에 추천하며,
형사 사법 절차을 하는
동안 그들과 동반하는 도움을
드립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주 전지역 모든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의 목록이
이 서류의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귀하는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800.777.9229 연락
하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
victimcompensation.ca.gov.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범죄와 연관된 비용을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 합니다: 가정
폭력, 어린이 학대, 성적 및 육체적 폭력, 살인, 강도, 음주 운전 및 차량으로 인한
살인. 가족원이나 부양 가족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도와 주는것 뿐만 아니라
다른 주 또는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피해자가된 캘리포니아 주민을 도와 줍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다음의 비용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t 의료 및 치과 치료
t 정신 건강 치료
t 장례비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 연락처 정보는
뒷면을 보십시오.

t 수입 및 지원 손실
t 재활
t 이전
이 프로그램은 또한 어린이가 피해자와 관련이 되지 않았더라도, 폭력 범죄를
목격함으로 부터 받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을 위한 카운셀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보험 회사 또는 다른 보상 원천지에서
지불된 비용, 분실, 도둑 맞은 것, 손상된 재산 (특정 의료 및 의료와 관련된 장비,
보철, 보조 지지대 장비 등 제외) 또는 통증 및 고통에 대한 손상에 대한 어떤 비용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혜택의 신청 및 부가적인 정보를 받으시려면, 귀하의 지역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에 연락하시거나,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800.777.9229로 전화 하여
주십시오. 신청서는 www.victimcompensation.ca.gov.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실때, 범죄 보고서의 사본, 청구서와 영수증 첨가를 기억
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의 직원은 귀하께서 이 신청서 처리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를 원합니다.

www.victimcompensation.ca.gov

800.777.9229*
* 요청에 따라 다양한 언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은, 귀하의 카운티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Alameda

510.272.6180

Orange

949.975.0244

Alpine

530.694.2971

Placer

916.543.8000

Amador

209.223.6474

Plumas

530.283.6285

Butte

530.538.7340

Riverside

951.955.5450

Calaveras

209.754.6565

Sacramento

916.874.5701

Colusa

530.458.0449

San Benito

831.634.1397

Contra Costa

925.957.8650

San Bernardino

909.387.6540

Del Norte

707.464.7273

San Diego

619.531.4041

El Dorado

530.642.4760

San Francisco

415.553.9044

Fresno

559.488.3425

San Joaquin

209.468.2500

Glenn

530.934.6510

San Luis Obispo

866.781.5821

Humboldt

707.445.7417

San Mateo

650.599.7479

Imperial

760.336.3930

Santa Barbara

805.568.2400

Inyo

760.878.0282

Santa Clara

408.295.2656

Kern

661.868.4535

Santa Cruz

831.454.2010

Shasta

530.225.5220

Kings

559.582.3211 ext. 2640

Lake

707.262.4282

Sierra

530.993.4617

Lassen

530.251.8281

Siskiyou

530.842.8229

Los Angeles City

213.978.2097

Solano

707.784.6844

Los Angeles County

800.380.3811

Sonoma

707.565.8250

Madera

559.661.1000

Stanislaus

209.525.5541

Marin

415.499.6450

Sutter

530.822.7345

Mariposa

209.742.7441

Tehama

530.527.4296

Mendocino

707.463.4218

Trinity

530.623.1204

Merced

209.385.7385

Tulare

559.733.6754

Modoc

530.233.3311

Tuolumne

209.588.5440

Mono

760.924.1710

Ventura

805.654.3622

Monterey

831.755.5072

Yolo

530.666.8187

Napa

707.252.6222

Yuba

530.741.6275

Nevada

530.265.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