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
(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폭력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그 범죄의 증인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이럴 때 출두하기가 어렵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그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건에 관련된 도움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에 시작하며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도움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행, 노인 학대, 살인 및 증오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행위에 관련된 취약
피해자나 증인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 개인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
• 살인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
•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겨 범죄행위로 고소된 경우 교통사고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나이에 따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또는 검사는 피해자나 증인을 돕기 위하여 이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에 통보합니다. 난폭 범죄의 피해자들은 본인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
담당자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연락을 받으면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신변보호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직원이 가능한 한 속히 피해자나
증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온타리오 내에서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형사재판 제도나 절차에 대한 질문 및 본인이 재판에 임하는 역할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 재판 진행에 대하여 매일 당신에게 설명해 주고 재판에 임하기 위하여 당신이 준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보석에 필요한 조건이나 보석 명령서 등 법원의 서류를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경찰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 재판 중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외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나 신변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기관에 연락을 취합니다.
• 가정 폭력이 관련된 사건일 때에는 통역을 알선하고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알선할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이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이해하거나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당신이 소유한 증거의 접수 및 상담
• 입건의 각하
• 육아수단 제공 및 알선
• 법정 출두에 필요한 교통수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어디에 연락합니까?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은 54 개의 법원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법무부가 주관합니다.

가까운 서비스의 위치를 찾으시려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무료전화 1-888-579-2888 에 전화를 하시던가
광역 토론토 내에서는 416-314-2447 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
www.ontario.ca/victimservices 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