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생존자의 권리장전 
귀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답변을 
받을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주요 권리, 옵션 및 도움이 
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하가 결정하십시오
다음은 귀하의 선택입니다:

• 신체검사를 받거나,  
• 형사 사건의 증인이 되거나, 또는 
• 성폭행을 신고합니다. 

선택한 것에 상관없이 귀하의 권리를 지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건강관리 제공자, 법집행관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지역 강간 위기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 보고서/사건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유의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비밀 성폭행 상담자(피해자 옹호자) 또는 검사 또는 

면담을 하는 동안 조력자(들)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호받기 위해 법원 명령을 신청. 

 » 가해자로부터 즉시 보호를 받으려면, 법집행관에게 
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 

» 민사 보호 명령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www.courts.ca.gov/1260.htm.

• 성폭행 당한 후의 검진 결과와 증거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경찰에게 사건 번호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귀하가 성폭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서 신청하십시오:   
www.victims.ca.gov/victims/howtoapply.aspx

• 유의 사항: 귀하가 CalVCB를 받으려면 형사 사건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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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의 증거가 18개월 이내에 분석되었습니까?
• 그 증거가 가해자의 DNA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 DNA 프로파일이 법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았습니까?

귀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범죄 보고서의 무료 사본. (인근 법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 가해자의 성범죄자 등록부 정보(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강간 키트의 증거. 강간 키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 실험실로 가지고 가서 24개월 이내에 분석, 그리고
» 20년 동안, 또는 성폭행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40세가 될 때까지 보관.

사실: 
• 신체의 DNA 증거는 12시간에서 최대 7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DNA와 다른 유형의 증거는 열, 물 또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자원* 
지역 강간 위기 센터
지역 강간 위기 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지원, 옹호 및 정보가 
필요하면 이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VCB) –  
성폭행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정신 건강 상담, 소득 손실, 
범죄 현장 청소, 이주, 의료 및 치과 비용과 성폭행과 관련된 
다른 비용을 보상 받는 것을 도와줍니다.  
800-777-9229 • www.victims.ca.gov

캘리포니아 주 성폭행 반대 연합(CalCASA) – 
예방, 개입, 교육, 연구, 옹호 및 공공 정책을 통해서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916-446-2520 • www.calcasa.org

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RAINN) – 
전국 최대의 성폭력 방지 단체.  
800-656-HOPE • www.centers.rainn.org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  
800-799-7233 • www.thehotline.org

전국 인신매매 자원센터 핫라인 –  
24시간 핫라인:  
888-373-7888 • www.humantraffickinghotline.org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 피해자 서비스과 – 피해자를 지역 
피해자 지원 및 정보 자원으로 연결합니다.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와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877-433-9069 • www.oag.ca.gov/victimservices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www.oag.ca.gov/sexual-violence
* CA 법무장관실은 위에 기재된 단체 및 기관에 책임이 없고, 관리 및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폭행 법의학적 증거 추적(SAFE-T)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강간 
키트의 일반적인 위치와 상태를 알아보려면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피해자 서비스과로 연락하십시오. 또는 귀하의 
사건을 처리한 지역 법집행기관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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