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안내서
범행 혐의가 있는 경우의 살인 피해자 또는
실종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BC RCMP 주요 범죄 수사과
통합 살인 수사팀

[Korean]

담당관이 드리는
메시지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과 친구, 지역 사회 전체가 견디기 매우 힘든
경험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E 국(E Division) 주요 범죄 수사과(Major Crime
Section)와 통합 살인 수사팀(Integrated Homicide Investigation Team)은 이 ‘가족 안내서: 범행 혐의가 있는
경우의 살인 피해자 또는 실종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범죄인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실종이나 사망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인을 체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수사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 대처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서비스 부서 직원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있으며
전화로 거주지 RCMP 관서나 경찰서에 연락하시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범죄 피해자는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및 범죄 피해자 지원법(Crime Victim Assistance Act)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증인과
가족도 포함합니다.
수사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그에 따라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는 이
안내서가 여러분이 수사 절차를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를 메모, 파일 번호, 주요 연락처 기록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실종이나 사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 기타 정보가 있으시면 주 수사관
(primary investigator)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담당관

E국 주요 범죄 수사과

통합 살인 수사팀

여러분을 위한 피해자 서비스 지원

범죄 피해자이시면 범죄가 미치는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영향을 다루시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지원
자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정서적 지원, 형사 사법 제도, 피해자의 경찰 파일 수사 및 법원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와 범죄 피해자 지원 보상 신청서(Crime
Victim Assistance Compensation Application) 작성 지원, 기타 정보나 단체 소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RCMP 관서나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말씀하십시오. 피해자
지원 및 서비스 소개를 담당하는 24 시간 BC 주 무료 정보 전화 VictimLINK(1-800-563-0808)에 연락하셔도
피해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회복을 도우며,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랑하는 가족에 관한 정보와 범죄인 체포 후
법원 절차 및 범죄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는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통과 애도에 관한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상담 등 여러분이 이용하고자 할 수
있는 기타 지원 서비스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극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VictimLINK (1-800-563-0808)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
경찰에 정보 제공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수사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사랑하는 가족에 관한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실수록 수사는 더 강력해집니다.
*

사랑하는 분을 마지막으로 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누구와 같이 있던가요?
누가 연상되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흉터같이 독특한 표시가 있나요? 사랑하는 분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나요? 휴대 전화 기록 정보 제공이나 입수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사랑하는 분이 위험이 큰
행동에 관여하시거나/하셨거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시나요/하셨나요? 경찰관에게 이미 말씀하신
후에 다른 정보가 생각나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정보를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질문하십시오
보고서/파일 번호, 사건 파일에 배당된 자, 다음번에 연락받을 시기 등을 기록해두십시오.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이나 제보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 파일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안내서 끝에

메모난을 마련하였으니 거기에 정보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연락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경찰과 실종자 또는 피살자의 가족과 친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최우선 연락 담당자가 되실 분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가족, 수사관, 피해자 서비스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할 의향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연락을 전담하면 정보 누락이 줄어들고, 가족이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수사팀은
임무에 계속 전념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연락 담당자가 하는 일은 가족에게 민감하거나 난처한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일 또는 경찰로부터
안 좋거나 매우 충격적일 수 있는 소식을 받아서 전달해야 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자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없거나 맡을 의향이 없는 경우, 피해자 서비스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사건 파일의 주 수사관(primary investigator)이 담당하는 일은 수사 수행과 재판 준비입니다. 주 수사관은
수사팀과 함께 다른 여러 경찰관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일합니다. 주 수사관이 전근하거나 은퇴하면
사건은 재배당되어 수사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이 경우, 변동 사항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범행 혐의가
있는 살인 또는 실종 사건은 수사 대상이며 결코 중도에 종결되지 않음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해결될 때까지 수사 진행 상태로 남게 됩니다.

수사 단계
모든 사건은 경찰이 물리적, 전자적 증거와 목격자 증거를 수집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경찰은 증거를
처리하고, 증거의 가치를 평가하며, 유력한 증거인 경우 추적합니다. 자주 이런 절차에는 증거가 수집됨에
따라 목격자나 가족에 대한 추가 면담, 증거 분석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족에게 연락한 후 면담합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고 필요하며, 때로는 성가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로 수사관은 사건 당시 가족의 행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정보를 제공하시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질문받으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판단하거나 가설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가족의 행동을 알고 수사를 도울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로 가족의 취미, 친구, 가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수사에 중요합니다.

수사관에게 전화했을 때 받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염려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우려를 가지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수사관은 몇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전화에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근무 시간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법원에 수시로 출석하고, 증거를 찾아 자리를 자주
비우며, 단서를 추적하는 등 언제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수사관이나 주 수사관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이 안내서 끝에 메모난을
마련하였으니 거기에 연락처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법과 사생활 보호 문제로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법원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 증인과 수사 내용 일부를 공유하면 그것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수사가 어렵게 됩니다.

경찰이 본인의 사건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
적시 체포는 수사와 수사의 환경 및 복잡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어떤 체포는 몇 시간 만에 가능하지만, 어떤
체포는 며칠, 몇 주, 몇 개월, 때로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사건은 언제 발생했든 공소 시효가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해결될 때까지 종결되지 않습니다.
체포는 전형적으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증인이 협조할 때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증인이 항상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알지만 두려워서 꺼릴 수도 있고/있거나 단지 관련되고 싶지 않아서 꺼릴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협조를 꺼리는 증인을
권면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과 분석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장소에서 수집됩니다. 그
증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자주 전문적이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사팀이 증거 분석실에서 분석
결과를 받아 보기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이런 절차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실 것은 분석실 전문 요원과 수사팀은
수사에 도움이 될 최고의 증거를 찾아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사는 매우 중요하며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대중 매체
대중 매체(소셜 미디어 포함)를 통한 의사 전달은 메시지를 순식간에 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중
매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루면, 수천 명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고 들으므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는 고의가 아니라도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 매체에 알리기 전에 (또는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전에) 배정된 주 수사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매체에 알리셔야 한다면 대비 태세를 취하십시오. 대비하는 만큼 자신의 생각을 더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예상치 않은 질문에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대중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과 전화가 쇄도하면 때로 불편할 수 있으며, 매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쟁적으로 다루려 하면 정서적으로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매체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또는 통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질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인터뷰는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 담당관은 원하시는 경우 매체의 문의를 관리하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애도
자연적인 애도
자연적인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나서 겪는 경험입니다. 애도는 자연적으로 우러납니다. 복잡한 과정이자,
개인적으로 깊은 아픔을 겪는 경험입니다. 여러 감정과 감각, 생각, 행동이기도 합니다. 애도는 고통이며, 애통하는 것은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살인 피해자 유가족의 애도
살인 피해자 유가족의 애도는 자연적인 애도와 비슷하지만,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엄청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앗아갔다는 사실에서 추가로 겪는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고통은 경찰, 매체, 법원을 상대해야 하는 일로 가중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유가족을 오랫동안,
일부 경우 오랜 세월, 다시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일, 사회 생활,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 등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살인 피해자 유가족 애도의 영향
유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폭력으로 희생된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확인해야 했던 영안실의 플래시백(flashback) 또는 기억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한, 신변 안전에
위태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살인 피해자의 유가족은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가 피해자를 탓하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의
사망에 낙인을 찍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이 자신들의 처절한 비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사랑하는 가족을 살인으로 잃은 슬픔을 달래면서 세월이 약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을 상대하는 일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충격에 빠져 있고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 무딘 애를
쓰는 초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진행상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유가족은 이 때문에 분노하고 더욱더 고립감과 혼돈을 느낍니다.
기자들과 뉴스 매체는 유가족으로부터 “기삿거리”를 얻으려고 집요하게 달려들 수 있습니다. 이는 유가족을 더 괴롭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에 영향을 줍니다.
장례는 애도의 여정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희생자와 작별할 기회를 줍니다. 시신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하는
기회인 반면 오래 남는 이미지로 고통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일부
유가족에게는 내면의 정서적인 고투가 될 수 있습니다.

애도할 권리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달리 애도하지만, 각 사람을 마땅히 존중하고 이해하며 인내하고
측은히 여겨야 합니다.
살인 피해자의 유가족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최악의 비애를 겪습니다. 이 여정에 이정표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표출되는 유가족의 필요와 격한 감정은 정상이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해소나
종결을 기대할 수 없는 유가족도 있습니다. 아주 서서히 유가족은 비극을 삶에 받아들이고, 고통스럽게 자아를
재건하며, “새로운 정상”을 추구합니다.

자신만이 시간의 길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지원 서비스
재정적 압박

브리티시 컬럼비아 범죄 피해자 지원법(CVAA)

자녀가 피살되거나 실종된 비극을 겪으면 비탄에

특정 범죄의 결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상해 또는

잠기고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피살

사망 피해자의 직계 가족, 일부 증인은 재정적

자녀와 실종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연방 소득 지원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Federal Income Support for Parents of Murdered 대부분 경우, 범죄 발생일로부터 1 년 안에 신청서를
and Missing Children, PMMC) 보조금은 피해자의

제출하여야 합니다. 혜택 신청 전에 범죄인이 기소

부모가 이 같은 비극에 대처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되어야 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도움을 받도록 제공됩니다. 형법상 범행 가능성의 아닙니다.
결과로 자녀의 사망이나 실종에 대처하려고 일을
쉬면서 수입을 잃은 부모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PMMC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인 및 사건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담당 관서의 피해자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PMMC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피살 자녀와 실종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연방 소득 지원 보조금

http://www.cpomc.ca/legislation/pdf/PMMC-EN.pdf


피해자 서비스 링크

http://www2.gov.bc.ca/gov/content/justice/criminal-justice/victims-of-crime/victimlinkbc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CVBR)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23.7/


브리티시 컬럼비아 범죄 피해자법(VOCA)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478_01


범죄 피해자 지원법(CVAA)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1038_01
 범죄 예방: 1-800-222-8477 http://www.solvecrime.ca/

뒤표지에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연락처 및 메모

경찰 파일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수사관:

피해자 서비스:

메모:

연락처 및 메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해자의 권리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CVBR)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범죄 피해자법(BCVCA): 이 법들은 형법상 범죄
피해자의 특정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적절한 사법 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CVBR 피해자 용어 정의: 피해자는 범죄의 결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이나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즉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사망 전 피해자와 최소한 1 년간 살았던 사실혼 파트너, 피해자의 친척이나
부양가족 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양가족의 양육권이 있는 자. 피해를 초래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정신 장애로 형사 책임이 없는 자는 피해자로 정의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정보, 참여, 보호, 원상회복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는 다음을
받습니다: 형사 사법 제도와 범죄인에 관한 정보,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범죄인의
조건부 석방 및 해당 석방의 시점과 조건 검토, 범죄인 교정 계획과 관련한 진행 상황 내용, 범죄인의 특정
석방 전이나 형벌 종료 전 석방일과 석방의 정의 및 조건 그리고 범죄인의 최근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