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모두를 다치게 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CalVCB 가 나를 도울 수 있나요?
CalVCB 는 많은 범죄 관련 비용들의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
의 노력을 기울이는 주 프로그램입니다. 폭력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
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상, 신체적 부상의 위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alVCB 는 경제적인 지원 하나만으론 범죄 피해의 정신적인 외상이나 감
정적 고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범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압박들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alVCB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폭행

CalVCB 는 어떤 비용들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아동 학대

CalVCB 는 의료 비용, 정신적 건강 치료 및 거주지 이전과 같은 범죄와 관
련한 광범위한 비용들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특정한 상황에서, CalVCB는 30일 이내에 긴급 재정 지원금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의 개인적인 안전이 위험에 처하여 귀하의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면 귀하께서는 긴급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지도 모
릅니다.

언제CalVCB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성인은 반드시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 피해자들은 반드시 21번째 생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 범죄가 성 범죄였다면, 반드시 피해자의 28번째 생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CalVCB 는 캘리포니아에서 범죄가 있어날 때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을 도울 수 있습니다. CalVCB는 또한 다른 주나 국가에 있던 중에 범죄
피해자가 된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CalVCB 는 또한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음주 운전
• 노인 학대
• 증오 범죄
• 살인
• 인신매매
• 온라인 괴롭힘
• 강도
• 성폭행
• 스토킹
•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
CalVCB 가 지불을 도울 수 있습
니다:
• 범죄 현장 청소
• 장례식 및 매장 비용
• 범죄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를 위한 주택
또는 차량 개조
• 소득 상실

귀하의 지역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 (Victim Witness Assistance Center) 옹
호자들에게 연락하시어 귀하의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 의료 및 치과의 치료

옹호자들은 귀하의 카운티의 도움처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하
께서 형사 사법 체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저희의 지역 도움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victims.ca.gov/victims/localhelp.aspx

• 정신 건강 서비스
• 주택 보안
각 손실에 대해 배상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HOW CAN I LEARN MORE ABOUT CalVCB?
전화: 800.777.9229
웹사이트: victims.ca.gov
이메일: info@victim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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