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임무
범죄 피해자 대변인실(Office
of Crime Victim Advocate)은
정부 내에서 나소 카운티의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욕주의 형사사법 개혁은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에는
범죄 사건에서 증인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범죄
피고인이 범죄가 발생한 피해자와
증인의 집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 규칙이
포함됩니다.
범죄 피해자 대변인실의 임무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 뉴욕
형사소송법 245조의 공개 요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해자와 범죄
목격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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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책임자

1 West Street, Mineola, NY 11501
516-571-1598
ocvasupport@nassaucounty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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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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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세요:
VINE NY
범죄 피해자 대변인실(OCVA)은
나소 카운티 입법부에서 설립했으며
나소 카운티 행정실에서 관리합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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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대변인실

1 West Street • Mineola, New York

516-571-1598

나소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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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대변인실(Office of Crime
Victim Advocate, OCVA)은 나소 카운티의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가 법률에 따라
보장된 모든 법적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대변인실은 품위, 공정 및
존중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를
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종, 국적,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정체성, 성적 취향, 장애 또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피해자 및 목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화를
포함해 수백 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생존자들이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범죄의 여파로 장단기적인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대변인실은
피해자를 추가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대변인실 제공

핫라인

•	
형사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사법명령을 받은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법률지원;

NYS 피해자 서비스부
1-800-247-8035
이메일: ovsinfo@ovs.ny.gov

•	
뉴욕 형사소송법 245장과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법적 지원;

안전 센터 LI
24/7 가정 폭력/데이트 폭력 및
성폭행 신고 핫라인
516-542-0404

• 피해자 보상 신청에 대한 법적 지원;

•	
범죄 절차에 대한 피해자 및 증인의 법적 권리 및
보호 에 대한 정보
•	
피해자들이 법원 및 가석방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추가 서비스

(나사 카운티 헌장 § 2115)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
•
•
•
•
•
•
•
•
•
•

NYS 피해자 보상 청구
위기 상담 개입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정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
카운티 기관과의 연계
안전 계획
개인적 옹호 활동
법 집행 기관과의 연락
법원 동반
VINE/DOCCS 통지
피해자 영향 진술
법률 추천

NYS 가정 폭력 및 성폭행 신고 핫라인
전화: 800-942-6906
문자: 844-997-2121
채팅: opdv.ny.gov

나소 카운티
행동 건강 핫라인
516-227-TALK (8255)
아동 학대 신고 핫라인
24/7 학대 신고 핫라인
(주 중앙센터) 1-800-342-3720
신고의무자 1-800-635-1522
성인보호서비스
516-227-8405
516-227-8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