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살 피해 당사자이신 경우: 호흡 변화와 
목 통증이 처음에는 경미할 
수 있지만, 기본 부상으로 
인해 사고 후 최대 36시간 
후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손상된 
목 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교살 피해 
당사자인 경우 언제든지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Lakewood  
경찰국

피해자의 권리

경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케이스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정 폭력 보호 명령 취득
가정 폭력의 피해 당사자이신 경우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Lakewood에
서, 가정 폭력 보호 명령 청원은 Lakewood 경
찰국(9401 Lakewood Drive SW 소재)에서 월-
금 오전 9:00-오후4:00에 Pierce 카운티 상급 
법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Pierce 카운티 소재지에서 보호 명령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County-City Building 930 Tacoma Avenue 
South, Room #108 다운타운 Tacoma  
253-798-7455

Crystal Judson Family Justice Center 718 
Court E, Tacoma(County-City 건물에서 두 
블록) 253-798-4166

Gig Harbor Municipal Court 3510 
Grandview Street Gig Harbor 253-851-
7808

University Place Police Department 3631 
74th Avenue West, Suite #A University 
Place 253-798-4058

피고인의 이름과 성, 가급적 중간 이름 또는 
이니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생년
월일 및/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
니다. (피고인이 군 복무 중인 경우 사회 보장 
번호는 필수입니다). 또한 복무지 주소를 제
공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집 주소를 모르는 경
우 직장 주소로 대체할 수 있지만 주소 없이 
명령서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처
Lakewood 경찰국
 응급 상황 ......................................................9-1-1
 비응급 상황 ......................................... 798-4721
 특수폭행부 .......................................... 830-5090
 Lakewood 지방 법원 ......................... 512-2258
 시청/변호사 사무소 .......................... 589-2489
Pierce 카운티
 성폭력 센터 ............................ 1-800-756-7273
Pierce 카운티 지방 검사
 가정폭력부 .......................................... 798-7400
Pierce 카운티 서기관실
 가정폭력보호
 명령 ........................................................ 798-7455
Crystal Judson
 가정 사법 센터 ................................... 798-4166
Pierce 카운티 가정폭력
 전화 상담 서비스............................... 798-4166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 1-800-764-2420
 TDD ....................................................... 798-4620
전국 가정폭력 전화 상담 서비스
 24시간 ...................................... 1-800-799-7233 
 TTY .......................................1-800-787-3224
위기상담전화 ............................. 1-800-576-7764

쉼터/프로그램

YWCA 여성 쉼터 ................................... 383-2593
가족 갱생 쉼터 ........................................ 475-9010
가족 쉼터(24시간 전화번호) .............. 272-1974
구세군(24시간 전화번호) .................... 627-3962
한국여성단체연합
 (24시간 전화번호) ............................. 359-0470
Centro Latino ........................................... 572-7717
인도 중국
 문화원 ................................................... 535-4202
커뮤니티 보건 ......................................... 597-3813

가정 폭력의 피해 당사자이신 
경우...
시 또는 카운티 지방 검사에게 형사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 상급 법원에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해자의 추가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  가해자에게 귀하의 가정에서 나가도록 
지시하는 명령

 •  미성년 자녀를 위한 주거지 공급 명령

 •  가해자가 귀하가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성추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보호 명령 취득을 위해 필요한 양식은 
상급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소지/통제하고 있는 무기류 
및 은닉 총기 면허를 법 집행 기관에 
반납하고 민사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무기류/CPL의 소지/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교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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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발생 사항?
경찰이 사건에 대응하여 경찰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적절한 검찰 기관
에 전달되어 심리를 받게 됩니다. Lakewood
에서 발생한 경범죄는 일반적으로 Lakewood
시 변호사 사무소로 전달됩니다. Lakewood
에서 발생한 중범죄는 Pierce 카운티 검사에
게 전달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본 사
건으로 인해 형사 고발이 발생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akewood 시 변호사 사무소
253-589-2489

Pierce 카운티 검찰청
253-798-7400

워싱턴 주에서 형사 고발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지방 
검사가 가용한 모든 케이스 정보를 검토하여 
형사 고발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고발이 제기되면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 사건으로 인해 형사 고발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기소사실인부절차(arraignment)
에서 피고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접근 금지 
명령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 검사 사무소의 피해자 옹호인이 본 사
건과 관련해 귀하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
습니다. 귀하의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동 사
항을 옹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발이 제기된 경우, 옹호인은 귀하에
게 케이스 관련 소식을 계속 통지해 줄 것입
니다. 옹호인에게 연락하거나 예약하려면 다
음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Pierce 카운티 피해자 옹호인
253-798-7400

폭력, 성범죄 또는 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
아동으로서 폭력 범죄, 성범죄 또는 아동 학대의 피해 
당사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가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소송 절차 및/또는 경찰 
조사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받을 권리.

 2. 범죄 피해자/증인 프로그램의 범죄 피해 옹호인이 
아동 피해자와의 검사 또는 변호인 면회 시 동석할 
권리.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옹호인의 참석이 
케이스 조사 또는 기소에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옹호인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가능한 경우, 법정 소송 동안 안전한 대기 장소를 
제공받고 법정 소송 전/동안 옹호인 또는 지원 
담당자가 피해자와 함께있을 권리.

 4. 생존한 아동 피해자 또는 증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진을 피해 아동, 아동 증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허가 없이 법 집행 기관, 검찰청 또는 
주정부 기관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단, 
피해 아동 또는 증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집행 
기관, 검사, 피고측변호인이나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은 
제외). 

 5. 옹호인이 지방 검사에게 아동이 기소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과 소송이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권고할 권리.

 6. 옹호인이 소송의 성격을 이해하는 아동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권리.

 7. 범죄의 정서적 영향, 후속 조사 및 아동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 대해 아동 및/또는 아동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 기관에 정보 또는 적절한 
의뢰를 제공받을 권리.

 8. 아동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이 
증언하는 동안 옹호인이 법정에 참석할 권리.

 9. 아동이 보호 및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이 증언하는 동안 법원에 정보를 제공할 권리.

 10. 법 집행 기관에 아동 보호 서비스, 피해자 옹호인 
또는 피해 아동 면담을 위해 훈련된 검찰 직원과 
같은 추가 전문 인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할 권리.

폭력 또는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폭력 또는 성범죄의 피해 당사자 또는 증인인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피해자, 생존자 또는 증인이 관련된 케이스의 
최종 처분에 대해 지방 법 집행 기관 또는 지방 
검사에게 통보받을 권리.

 2. 불필요한 법원 출입을 피하기 위해 소환장이 
발부된 법정 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소환장을 발부한 당사자에게 
통보받을 권리.

 3. 법 집행 및 기소 활동의 협조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피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능한 보호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자격이 되는 증인 비용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법정 소송 진행 중에 
피고와 가족 또는 피고의 지인과 가까이 있지 
않도록 안전한 대기 장소를 제공받을 권리.

 6.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난당한 
재산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신속하게 법 집행 
기관 또는 상급 법원에 반환할 권리. 가능한 경우, 
이러한 모든 재산(무기, 화폐, 밀수품, 증거 분석 
대상 재산 및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재산 제외)을 
사진촬영한 후 수취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반환할 권리.

 7. 법원 출두로 인한 고용인의 임금 상실 및 기타 
혜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고용주, 피해 
생존자 및 범죄 증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고용주 중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8.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고 그러한 지원이 
집행되기 전에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불합리한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을 권리. 단, 법 집행 
기관의 직원은 필요한 경우 의료 시설에 해당인과 

동행하여 범죄 사건에 대해 해당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심문 행위가 의료 지원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9. 범죄 피해자/증인 프로그램의 범죄 피해 
옹호인이 피해자와의 검사 또는 변호인 면회 
시 동석할 권리.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옹호인의 참석이 케이스 조사 또는 기소에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옹호인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0. 재판 중 실제로 법원에 출석할 권리 또는 증언을 
위해 소환된 경우 증언 후 재판에 실제로 
출석하기 위해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스케줄 조율을 받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 권리.

 11. 피해자 또는 생존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검사에게 재판 날짜, 시간, 장소 및 중범죄 
판결에 대한 양형심리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12. 요청된 경우, 지방 검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결과진술 또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권리. 이는 모든 판결 전 보고서에 포함되며 
주정부 기관 또는 시설에 구류 중인 범죄자의 
파일 및 기록에 영구 포함됩니다.

 13. 중범죄 판결 양형심리 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

 14. 가해자가 구속 선고를 받은 상황이 모든 중범죄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배상 명령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권리(단, 법원 판결에서 배상이 
부적절한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Pierce County Prosecutors, Victim Witness Assistance

Room 946, County City Building
930 Tacoma Avenue South
Tacoma, Washington 98402

253-798-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