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

형사
살인이란?
의도적으로, 고의로, 무모하게, 또는 태만에
의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형사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당화되지 않거나 용납할 수 없는 살인은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소에는 살인, 고살, 차량 살인 및
음주 운전 살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적용 가능 법규 상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어떤 기소가 제기될지가
결정됩니다.
가능한 기소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가족은 경찰, 검사 및 희생자 서비스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비통한 감정 다스리기
형사 살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비통한 감정이 격렬해집니다. 비통함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치유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여
받으십시오. 슬퍼하는 데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만, 살인 사건의 가족 생존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Jackie Lacey
지방 검찰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n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 친구, 지지 그룹 및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하기.
n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듣기.
특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슷한 상실감을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활기를 찾았는지 등.
n 상실감이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경우, 가장 내밀한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어보기.
n 종교 단체, 성직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찾아 치유, 강인함 및 위안을
요청하기
n 운동으로 불안감, 쌓인 분노, 괴로움을
해소하기.

장례/매장 비용

의지처

형사 살인 피해자의 장례식 및 매장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이나 친구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로부터 7,500달러까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방 검찰청 피해자 서비스 부서의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보상 청구
혜택을 논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국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피해자 및 생존자 권리와 서비스 사무소 (Office of
Victim and Survivor Rights and Services)
1-877-256-6877
www.cdcr.ca.gov/victim_services

부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위원회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1-800-777-9229
www.vcgcb.ca.gov/victims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국은 형사
살인이 의심되는 모든 사망을 조사해야 합니다.
부검은 사망 방식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검시국의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가족에게 인도됩니다. 피해자
시신 인도에 대해 적절한 통보를 받으려면
323-343-0714로 전화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국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oroner)
1104 North Mission Road
Los Angeles, California 90033
일반 정보: 323-343-0512
시신 인도에 대한 통보: 323-343-0714
사유 재산과: 323-343-0515
http://mec.lacounty.gov

재산 돌려받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
당시 피해자의 소지품, 보석류, 의복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도 또한
조사에 필요한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시국이 보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과로 연락하십시오(323-3430515). 그 외의 품목은 해당 경찰 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필수 기록 사무소 - 사망과 (Vital Records Office Death Section)
313 North Figueroa Street, Room L-1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213-240-7816
http://publichealth.lacounty.gov/dca/dcadeath.ht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피해자 서비스 부서 (Bureau of Victim Services)
1-800-380-3811
http://da.lacounty.gov/victims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호적 담당자-기록 담당자/
카운티 공무원 사무소
562-462-2137
www.lavote.net
미국 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
범죄 피해자 사무소 (Office for Victims of Crime)
www.ojp.usdoj.gov/ovc

사망 진단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국은 소견서가
완성되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부에
제출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공중보건부의
필수 기록 사무소 또는 카운티 전역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호적 담당자-기록
담당자/카운티 공무원 사무소에서 사망
진단서의 인증 사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사망 진단서 사본을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론 고려사항
형사 살인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경우,
피해자 가족은 사생활을 지킬 것인지, 인터뷰
요청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언론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이유에는 가해자 체포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기억을 존중하고,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가족은 수사나 기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비스
및 보상

매장비, 이사, 육아 및 기타 적격 비용에 대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통해 상환을
청구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의 권리
가족 생존자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특정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한 권리에는
법정 날짜의 통보, 재판 참석, 피고인으로부터
합당하게 보호받을 권리, 형량 선고시 피해
결과 진술 제공, 배상, 사건의 처분 및 피고인
석방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검사와 판사에게 특정 권리가 이행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 검찰청이 발행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 알기 및 마시의 법(Marsy’
Law) 소책자에 이들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판 판결

피해 결과 진술

피고는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배심원이나 (경우에 따라) 판사는
법정 및 관련 법률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라
피고가 유죄인지, 유죄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무죄 판결은 확정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며 피고는 고등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효 심리를 선언하며 피고는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판결 시, 피해자 가족은 해당
범죄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술에서 피해자의
삶, 가족이 잃은 것 그리고 피고의 형에 대해
바라는 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가
꺼려진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진술서를 읽게
하거나 녹음 또는 서면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술은 피고에게 내려지는 판결에서,
그리고 피고가 수감되는 경우 가석방 심리에서
고려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호 관찰국 역시
가족과 연락하여 양형 보고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두 진술서를 통해 가족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사건 기록에서 영원히
남는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피해 결과 진술서를 준비할
때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및 기각
검찰은 합리적 의혹 이상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 후에 사건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합니다. 피고는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합의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피고의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증거가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또는 특정 기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

피해자 서비스 부서
1-800-380-3811

지방 검찰청 피해자 서비스국은 카운티
전역의 법원과 경찰서에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를 배치하여 위기 개입, 비상 대피처,
정신 건강 위탁, 재산 반환, 법정 지원, 형사
사법 오리엔테이션, 이주, 보상 및 기타 희생자
서비스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담당자는
또한 의료비 청구, 상담, 임금 손실, 장례/

http://da.lacounty.gov/victims

DA-2519-A 9/18

가석방 통보
가석방 심리, 주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의
석방 예정 날짜, 또는 탈주했을 경우 그 정보를
통보받고 싶은 가족 구성원은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CDCR)의
피해자 서비스 요청 서식 1707을 작성하고,
CDCR의 피해자 및 생존자 권리와 서비스
사무소에 본인의 현재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서식 작성 및 제출 지침에 대해서는 1-877256-6877에 전화하거나,
www.cdcr.ca.gov/victim_services을
방문하십시오. 서식 작성 시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