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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원들

이 프로젝트는 버지니아 형사사법부 (Virginia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VOCA New Initiative 피해자 지원 그랜트 프로그램 

(VOCA New Initiative Victim Assistance Grant Program) #17-4105VW15
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우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생존자들에게 특별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법
률 옵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문
의해 주세요. 

기관 소개 
버지니아의 성폭력 및 가정 폭력을 위한Action 
Alliance는 성폭력과 가정 폭력에 관해 앞장 서서 
목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Action Alliance는 생
존자 역량강화 프로젝트의 법률 서비스 팀과 함께 
미국 전역의 핫라인(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을 통
해 전화, 문자 및 채팅을 이용하여 성폭력과 가정
폭력과 관련된 도움을 드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지
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Action Alliance는 정
신적 외상에 따른 개입 (Trauma-Informed Care)
과 생존자 중심의 정책을 지지하는 기관입니다. 마
지막으로 Action Alliance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버지니아 전역의 60여개 회원 기관들
을 교육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vsdvalliance.org 

한 고객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
안 우리의 법률 서비스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저희 서비스가 위기의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선물” 이었다
고 합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채팅이 언제
나 가능합니다. 저희는 당신을 돕기 위
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존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PES)



저희는 버지니아 거주자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존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PES)는 버지니아 성폭
력 및 가정폭력 문제를 위한 Action Alliance의 전국
적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버지니아 지역의 성폭력, 친밀
한 관계에서의 폭력(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인신매
매 및 증오 범죄로부터 고통 받는 핫라인 이용자들에
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핫라인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외상에 따른 (Trauma-Informed) 적절한 법
률 정보, 조언 및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
니다.

목적
생존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의 목적은 폭력의 생존
자들, 특히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under-
served) 생존자들에게 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
는 통찰력을 부여할 뿐 아니라, 전화와 채팅을 통해 
생존자들이 법적인 옵션들을 신중히 따져서, 그들의 
지역 내에서 적절한 법적 옹호 및 법률 서비스와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존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됩
니다: 
법 관련 질문 및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생존자들의 전화
와 채팅에 응답할 수 있는 훈련된 옹호자들(advo-
cates), 변호사들, 법대 학생 자원봉사자들; 법정 대
리인이 가능한 훈련된 지역사회 기반 변호사들의 연
계 네트워크;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들 (
지금껏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 에게 재정적 지원
을 제공하는 법률 지원 펀드

문제점
생존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폭력 피해자들이 직면하
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
한 문제에는 안전한 주거지, 보호 명령, 고용 조정, 이름 
변경, 이민 문제, 공공 혜택, 양육권 및 양육비, 부모 권
리 박탈, 범죄 피해자 보상 및 교육평등법 타이틀 나인 
(Title IX) 관련 문제가 포함됩니다.
생존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생존자들을 위해 그들이 
겪었던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안전과 치유를 최대한 보
장하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펀드 지원
생존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버지니아 형사사법부 
(Virginia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
vices)의 VOCA New Initiative 피해자 지원 그랜트 
프로그램 (VOCA New Initiative Victim Assistance 
Grant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법원 서류 준비를 해주거나 저 대신 법원에서 법정 
대리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법정 대리나 법원 서류 준비를 직접 도와드
릴 수는 없지만, 전화를 통해 법률 정보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당신이 살
고 있는 지역 내의 변호사가 당신의 케이스를 대변
하고 법적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비용이 있나요?
저희와 상담하시는 것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하지
만 저희가 당신의 거주 지역에서 법정 대리가 가능
한 변호사를 연결하기도 하는데, 연결된 변호사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률 지원을 받을 자격에 미달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저희 기관에 공유해주신 모든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만일 제가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당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언어 라인 (Language Line)”에 접속이 가능
합니다.

변호사 의뢰를 위해 800-823-8238으로 전
화 주십시오.
또한 vadata.org/chat으로 접속 하시거나 
804-793-9999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저희의 모든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