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되는 자료

본 브로셔의 보다 이용하기 편한 버전이 필요하거
나, 본 정보와 범죄 피해자 및 생존자 서비스 부서
(Crime Victim and Survivor Services Division,
CVSSD)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cvssd@doj.state.or.us
전화: 503–378–5348 또는
1–800–503–7983

연락처

Crime Victim and Survivor Services Division
Oregon Department of Justice
503–378–5348
1–800–503–7983
www.doj.state.or.us/victims

범죄 피해자 보상

범죄 피해자 보상(CVC) 포털:
doj.state.or.us/cvcportal

CVC

Crime Victims’ Compensation Program
Oregon Department of Justice
1162 Court St. NE
Salem, OR 97301–4096

범죄 피해자 및 생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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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정 지원

오리건주 법무부 범죄 피해자
및 생존자 서비스 부서
503-378-5348
1-800-503-7983
www.doj.state.or.us/victims

범죄 피해자 보상(CVC) 포털:
doj.state.or.us/cvcportal

모든 피해자, 모든 범죄, 모든 권리, 항상

범죄 피해자 보상

범죄 피해자 보상(Crime Victims'
Compensation, CVC) 프로그램은 오리건주의 폭
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는 가정 폭력, 성폭행, 아
동 학대, 강도, 폭행, 살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를 야기하는 기타 범죄가 포함됩니다.
CVC의 임무는 폭력 범죄가 피해자,
생존자 및 그 가족에게 준 재정적 영
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CVC는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CVC는 다음을 포함하는 합당한 범죄 관련 비용을 지
불합니다.

•

의료 및 상담 서비스 비용 최대 $20,000

•

문서화된 소득 손실 또는 부양비 주당 최대
$600(최대 $20,000)

•
•
•

•
•
•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정신 상담 비용
최대 $20,000

장례 비용 최대 $5,000

재활 서비스 비용(물리 치료 등) 최대 $4,000

마일리지 환급 최대 $3,000(의료 및 정신 건강
치료 목적으로 이동 시 마일당 50¢)

○ 마일리지 환급은 가까운 지역에서 해당 서비
스가 제공되지 않아 왕복 60마일 이상을 이동
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목격한 아동의 상담 비용 최대
$10,000

국제 테러 피해자인 오리건주 주민의 가족 상담
비용 최대 $1,000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해당 피해자의
친구 또는 지인의 상담 비용 최대 $500

제가 CVC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1.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죄란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해당인의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행
위 또는 범죄 행위(사고는 제외)를 뜻합니다.

•

CVC의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72시간 이내에 담당 법 집행관에게 해당 범죄를
신고한 경우*

3. 법 집행관에게 협력하는 경우 (성적 학대, 성폭
행, 가정 폭력, 스토킹의 경우에는 본 요건이 면제
됩니다.)*
4. 범죄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CVC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doj.state.or.us/cvcportal

인쇄 가능한 신청서 다운로드:
doj.state.or.us/compensation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발송:

Crime Victim and Survivor
Services Division
1162 Court Street NE, Salem, OR
97301–4096
전화: 503–378–5348
팩스: 503–378–5738
이메일: cvssd@doj.state.or.us

*본 요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용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행, 가정 폭력, 스토킹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든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상담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CVC
포털에서 Counseling Only application
(상담 전용 보상 신청서)를 검색하십시오:
doj.state.or.us/compensation
다음의 경우, CVC 지원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
•
•
•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

감옥에 수감된 경우

재산 피해 또는 손실만 유발한 범죄

비범죄 사건(사고)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1978년 1월 CVC 발효 전에 발생한 범죄

다음의 경우, 신청서 처리가 연기됩니다.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로 인
한 금전적 부채가 있는 경우

•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에 신청하십시오.
CVC는 신청서를 받으면 경찰 보고서, 의료 차
트 및 기타 정보를 검토하고 귀하가 CVC 혜택
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귀하의 신
청서가 접수되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60~90일 후에 지원 여부
에 관한 결정 사항을 통지해 드립니다.
기타 보상

기타 혜택(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상 또는 의
료 장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국이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해당 혜택을 사용해야 합니다.
CVC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공제액
및 범죄 관련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CVC가 지원한 것과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추후 범
죄 관련 비용(예: 배상 또는 소송 합의)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CVC가 지급한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