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권리 카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피해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위하여 공정 함과 존경심으로 
다루어질 권리;

 » 고발된 위반자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 을 권리;

 » 법정의 절차들에 대하여 통보받을 권 리;

 » 만일 피해자가 다른 증언을 들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
판이 필요하거나 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
게 영 향을 받지 않은한 선고와 석방 또는 가 석방의 청
문회를 포함한 위법에 관련 된 모든 법정 절차에 참석할 
권리;

 » 사건의 기소를 지시하는 권한을 포함하 지 않는 범위에
서 사건에서 기소를 위 하여 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
리;

 » 피해자의 손실이나 부상을 초래한 범죄 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 은 것에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
을 권 리;그리고

 » 유죄판결, 선고, 투옥, 구속, 그리고 범 죄자의 석방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피해자 지원자나 적합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
을 권리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washington, dc mpdc.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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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위한 자원들
ADVOCACY RESOURCES

Ayuda 202-387-4848 
이민자의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민과 민사 법률 보조 ayuda.com

Child and Adolescent Protection Center 202-476-4100/476-5000
성적과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 childrensnational.org

Chinatown Service Center 202-898-0061
차이나 타운 서비스 센 타 www.cccdc.com

DC Rape Crisis Center 202-333-7273
24시간 성폭행 핫라인/상담 dcrapecrisiscenter.gov

Domestic Violence Intake Center www.dccourts.gov
DC Superior Court, Room 4550  202-879-0152
United Medical Hospital, Suite 311 202-561-3000

BATTERER’S INTERVENTION RESOURCES
CSOSA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 202-442-1822
  csosa.gov

Interdynamics Anger Management Program 301-306-4590
  interdynamicsinc.com 

SYSTEMS BASED RESOURCES
Crime Victim Compensation Office  202-879-4216
financial assistance for victims of violent crime dccourts.gov

MPD Victim Services Branch 202-724-4339 
  mpdc.gov

USAO Victim Witness Assistance Unit  justice.gov 202-252-7130

Victim Information Notification Everyday (VINE) 877-329-7894
  doc.dc.gov

EMERGENCY SHELTER
Dwelling Place  202-797-8806
나이 많으신분들의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응급 피난처  kuehnerseniorcenter@some.org

House of Ruth 202-667-7001
24 시간 피난처 houseofruthdc.org

My Sister’s Place 202-529-5991
24 시간 피난처 mysistersplacedc.org

INFORMATION/REFERRAL RESOURCE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1-800-879-6682
24-시간 위기 개 입, 소개하기, 정보 trynova.org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1-844-443-5732
범죄자의 유죄 판결, 선고 형량, 투옥, 구금, 석방 등에 대한 정보 및 범죄자의 범죄 기록 봉인을 위한 법원 명령 등
에 대한 정보 victimsofcrime.org

Mayor’s Citywide Information Line  311

경관의 이름/배지 번호 OFFICER NAME/BADG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호 CC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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