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sy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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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까운 가족
§ 보호자, 또는
§ 직접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직접 피해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Marsy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1800VICTIMS.org를 방문하십시오.

센터 소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퍼시픽 맥조지 법대(Pacific McGeorge School
of Law)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센터 이용은
무료이며, 센터의 전문 직원들이 이 분야의 최신
정보로 피해자를 도와 드립니다. 지원 센터는
피해자와 그 가족,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피해자 옹호자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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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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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적 권리
피해자에 대한 보상

캘리포니아주 범죄
피해자 지원

손해 배상
민사 소송, 그리고
모든 범죄 피해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피해자
지원

지원 센터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법률 정보 조사
§ “피해자 권리 정보(Know Your Rights)”에
대한 발표를 지역 공동체에 무료로 제공
피해자 지원 센터는 1-800-VICTIMS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피해자 옹호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단체를 소개하는 주 전체 무료
긴급 전화 서비스입니다. 이 긴급 전화는 맥조지
법대 학생들이 상담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
(범죄 피해자 자원 센터)

1-800-VICTIMS (842-8467)
TTY: 1-916-739-7083
www.1800VICTIMS.org
이메일: 1800VICTIMS@pacific.edu

1-800-VICTIMS (1-800-842-8467)
TTY: 916-739-7083
www.1800VICTIMS.org
1800VICTIMS@pacific.edu

본 출판물은 범죄피해자 법에 의거 미국 법무부가 지급하는
보조금(번호: 2015-VA-GX-0058)을 통해 제공되는 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본 출판물에 게시된 의견, 발견 사항, 결론 및 권고
사항은 저자(들)이 제공한 것이며, 반드시 Cal OES 또는 미국
법무부가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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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증인 지원 센터

피해자/증인 센터는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Victim/Witness
Assistance Centers)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고,
보상금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센터는 또한 형사
사법 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피해자 보상 위원회
(CalVCB)

24시간 피해자 정보 통지(VINE)
네트워크

캘리포니아주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VCB)
를 통해 범죄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VINE 네트워크는 피해자의 사건 현황 및
가해자의 구류 현황에 대한 믿을 수 있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 7일 하루 24시간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VINE
네트워크가 모든 카운티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 네트워크가
제공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지원 센터는 카운티마다 위치합니다. 거주
지역의 지원 센터를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http://victims.ca.gov
전화: 1-800-VICTIMS (842-8467)

웹사이트: http://victims.ca.gov
전화: 1-800-777-9229

웹사이트: www.vinelink.com
전화: 1-877-411-5588

지원 센터는 많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범죄 직후의 경우,
§ 피해자가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받고
법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합니다.

세이프 앳 홈(Safe-at-Home)

§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긴급 거주지, 음식
및 의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후에는:
§ 피해자와 필요한 자원 및 지원 단체를
연결합니다.
§ 법정 및 법정 관련 약속에 동행을
주선합니다.
§ 범죄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기타 지원:
§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금지 명령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형사 사법 절차의 단계마다 통보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 사법 절차의 각 단계 준비에 도움을 줍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부 – 피해자/
생존자 권리 지원청
가해자가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부
(피해자/생존자 권리 지원청)로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피해자의 손실을 지급할 금액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현재 상황 및 모든 가석방
심리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 가석방 심리 위원회에 특별 가석방
조건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cdcr.ca.gov/Victim_Services/
전화: 1-877-256-6877

주무장관 산하 프로그램인 세이프 앳 홈
(Safe-at-Home)은 무료 우편 사서함과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통해 가정 폭력,
스토킹, 성폭행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웹사이트: www.sos.ca.gov/safeathome/
전화: 1-877-322-5227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지원과(Victims’ Services Unit)
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법무장관실에서 처리하는 사건
현황을 통지합니다. 여기에는 항소도
포함됩니다.
웹사이트: http://oag.ca.gov/victimservices
전화: 1-877-433-9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