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DC의사명: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통합적인 의료, 행동 및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콜로라도의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 

시킵니다.

APDC의 비전: 바람직한 
지역사회와 권리 증진

그 외 APDC서비스 : 

• 행동 및 의료 건강
• 예방과 복지
• 문맹퇴치 및 ESL
• 청소년 프로그램
• 통역 및 번역
• 지역사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apdc.org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이러한 
권리는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손주,  혹은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Korean

주소:  1537 Alton St.
Aurora, CO 80010
전화:  303.923.2920
긴급 전화: 720.394.7909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



•  공정히, 존중과 존엄이 지켜지며 
대우받을 권리
•  위협, 괴롭힘,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또한 위협을 당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피해자 본인의 소유물이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게 된 후 신속히 
돌려받을 권리
•  법원 명령으로 HIV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
•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피해자에게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 
알림 받을 권리
•  미해결 사건의 경우 서면으로 요청 
시 연례 보고를 받을 권리
•  피해자권리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요청 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가 카운티 교도소 
감금에서 가석방 혹은 석방되거나 
다른 감옥으로 이송된 경우 통지 받을 
권리
•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받고 
작성하며 선고심리에 참석, 발언할 
권리
•  지방 검사의 재량 하에 
보호관찰기관의 판결 전 조사보고서 
전문 혹은 일부를 열람할 권리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공되는 서비스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위기상담/중재 서비스 소개
•  교육 및 추가적인 도움이나 기관 소개
•  사법체계 절차 안내
•  피해자 보상 지원
•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지원 서비스
•  통역 및 번역
•  소송 경비 보조 알선
•  피해자 권리 관련 정보 제공

APDC의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콜로라도 주에서 

특히 저소득층의 소외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유일한 
범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지역사회 단체입니다. ADPC
는  언어, 문화, 세대, 종교 
및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전역의 
다양한 민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