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MERIT – FACT SHEET
메리트(MERIT)가 무엇인가요?
메리트란 Magistrates Early Referral Into Treatment program 의 첫글자를 따온
것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우선치료소견프로그램의 약칭입니다. 이 특별프로그램은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성인피고인들을 위해 지방법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치료 및 서비스가 제공되며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선별된 법원에
한해서 알코올장애가 있는 피고인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리트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은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자신의 알코올 및
약물문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유죄 또는 무죄 평결 이전에 시작되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법정처리가
연기됩니다.

메리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판사
 변호사
 경찰
 피고인 가족 및 친구
 피고인

참여자격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거나 보석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약물에 의존하거나 알코올문제가 있는 성인
중대한 폭력 또는 성폭행에 연루되지 않고 상급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료받기 적합하며 치료가능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지방법원판사의 참여승인을 얻은 경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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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장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메리트 프로그램팀과 연락이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개인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메리트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보석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치료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독치료
메싸돈(methadone) 및 기타 약물치료요법
재택재활치료
개인 및 단체상담
케이스 메니지먼트(case management)
생활보조 및 지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참여자는 담당직원 및 판사와 합의한 약물(또는 알코올)치료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치료기간동안 참여자는 판사를 만나 치료상태에 관한 최신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참여자를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 연속 모임에 불참한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석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메리트 프로그램 완수 이후의 사항
이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가 완료되면 판사에 의해 본래의 심리 또는 선고공판이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메리트팀이 작성한 참여자의 치료에 관한 내용과 차후 추가치료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속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애프터케어계획서가 작성됩니다.
참여자가 개인치료계획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메리트 프로그램의 개인치료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선고에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형량은 범죄내용만 관련을 맺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www.lawlink.nsw.gov.au 를 방문하세요
메리트(MERIT)는 지방법원 수석판사실, NSW 사법부, 보건부 및 경찰부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