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New York State Sexual Assault Victim Bill of Rights(뉴욕주 성폭력 피해자 권리장전)’
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본은 개인 보관용으로 제공
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검사 또는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각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
명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권리

• 인
 종, 출신 국가, 종교, 성적 취향, 장애, 연령, 돈의 출처,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귀
 하의 이민 상태 또는 출신 국가는 응급 치료 또는 서비스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영
어를 이해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람은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7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특정 부분에 관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권리

• 검사 시 지역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률 자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어
 느 병원 응급실에서나 무료로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치료를 받고 증거 수집을 위한 검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의료보험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Office of Victim Services
(피해자 지원 부서)에 비용을 청구하라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
 임약 및 성매개감염병(STI 또는 STD) 예방약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HIV 예방을 위
해 병원에서 7일 투약 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후속 치료를 위한 정보가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피해 내용 신고

•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
 찰 또는 검사와 면담 시 지역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률 자문이 동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또는 검사의 연락처 정보가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 범
 죄 조사 또는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경찰 또는 검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
사는 귀하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를 귀하에게 알려줍니다.
• 경
 찰에 신고하기로 선택할 경우, 증거에 대한 검사가 10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범인 DNA 일치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경
 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귀하의 증거는 귀하가 보관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20년
간 보관됩니다. 증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되거나 보관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
이 통보됩니다.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
경찰: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검찰: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경찰 또는 검찰 연락처 정보를 모를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뉴
 욕시 내에서 발생한 범죄: New York Police Department Special Victims Division(뉴욕 경찰청 특수 피해자 담당 부
서), 전화: 646-610-7273

• 뉴
 욕주 내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New York State Police Sexual Assault Hotline(뉴욕주 경찰 성폭력 핫라인), 전
화: 1-844-845-7269

법률 자문 기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모를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N
 ew York State Hotline for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뉴욕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핫라인), 전화:
1-800-942-6906

더 자세한 정보는 www.ovs.ny.gov 또는 www.health.ny.gov/prevention/sexual_violenc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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