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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서비스 

다음은 자격에 따라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민자 생존 프로젝트(ISP) 

담당자는 귀하를 지원하거나 귀하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피해자 지원자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I. 피해자 보상 지원 프로그램(VCAP) 

 피해자 보상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범죄 관련 비용을 벌충할 수 있도록 돕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 의료 비용  

• 상담 

• 수익 손실 

• 지원 손실 

• 장례식 비용  

• 여행 경비  

• 육아  

• 도난당한 현금  

• 이주  

• 범죄 현장 정리  

• 기타 비용 
  
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  

• 범죄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 범죄를 신고하거나 학대 방지 명령서(PFA)를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경찰, 법원 및 피해자 보상 지원 프로그램에 협조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범죄로부터 2 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범죄를 일으키는 불법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최소한 $100 이상의 손실을 입어야 적용됩니다(60 세 미만인 

경우). 18 세 미만의 희생자에게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VCAP 보정 매개변수: 

• VCAP 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 VCAP 는 네트워크 경비 및 기타 현금 지불 비용으로 보험료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화 (800) 233-2339 로 VCAP 에 문의하거나 사이트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aspx 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VCAP 는 통증 및 고통 또는 도난이나 파손된 재산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예외는 있음).  

• 일부 혜택에 대해 제공할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최대 보상금은 

$35,000 입니다.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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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ACP)  

ACP 는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 피해자가 폭력이나 위험한 상황을 겪은 후에 범죄자로부터 

새로운 집 주소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기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ACP 는 범죄자가 모르는 새로운 위치로 

이사한 희생자를 위해 대체 주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부분은 참여자들에게 일급 

기밀 우편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목격자 보호나 주소이전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주소 기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더 큰 전체 안전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ACP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ACP 는 범죄자가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공공 기록에서 실제 집 주소를 찾을 수 없도록 해당 

피해자에게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합니다. 

  

이 주소는 운전 면허증, 사진이 없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 학교 기록, 유권자 등록증, 결혼 허가증, 

법원 청원서 등 법원 및 정부 기록의 법적 주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에 등록되면 참여자는 해당 사용자의 이름, 서명, 대체 주소 및 개별 참여자 

번호가 들어 있는 인증 카드를 받게 됩니다. 

  

대체 주소는 참여자의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급으로 등록되고 

인증을 받은 모든 우편물을 참여자에게 전달합니다. 

  

적격성  

ACP 는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해야만 했거나 이사하려고 계획중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예: 어린이, 부모,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와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국 연락처 

프로그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문의하십시오. 

  

우편: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 | 피해자 상담소  

사서함 2465  

Harrisburg, PA 17104 

  

전화: 1.800.563.6399 

팩스: 717.787.4343 

이메일: ra-ovainfo@pa.gov 

III. PA SAVIN  

mailto:ra-ovainfo@p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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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의 자동 피해자 통보 시스템(PA SAVIN)은 범죄자의 석방, 이송 또는 탈옥에 

관한 무료 기밀 통지를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PA SAVIN 서비스에는 

카운티 교도소, 주 교도소 및 주 가석방의 감독하에 있는 범죄자가 포함됩니다.  

범죄자가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경우 귀하, 귀하의 가족 및 지원 단체는 다음과 같이 

범죄자의 이동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자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 

• 범죄자가 도주할 경우 

• 범죄자가 다른 위치로 이송된 경우 

•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범죄자가 주 교도소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경우, 범죄 피해자인 귀하에게 피해자 

상담소로부터 추가 통지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지 및 서비스에 포함된 사항: 

• PA SAVIN 으로부터 이송, 석방, 탈옥 및 기타 유형의 구금상태 변경에 대한 자동 

통지 

• 범죄자의 석방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의사 

결정권자에게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안전에 관한 우려 사항을 알리고 범죄자가 

석방될 경우 특정 석방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등록하려면 업무 시간 동안 전화 (800) 322-4472, (800) 563-6399 또는 

(877) 349-1064(TDD)로 피해자 상담소에 문의하십시오.   

PA SAVIN에 대한 추가 정보:  
• Recursos de Pennsylvania SAVIN   
• 본 서비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요?  

•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나에게 주어진 권리는 어떤 것인가요?  

• 만약의 경우...  

• PA SAVIN 에 대한 한 피해자의 생각 

연방 교도소 관리국 

범죄자가 연방 교도소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연방 범죄의 희생자로써 형사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국 이민 및 세관 당국 피해자 통지 프로그램 

출입국 관리 및 세관 사무소(ICE)는 ICE 구금 중인 외국인 범죄자의 석방 관련된 활동을 

해당 피해자 및 증인이 통지받을 수 있는 피해자 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vinelink.com/vinelink/siteInfoAction.do?siteId=39000
http://www.ova.pa.gov/
http://www.ova.pa.gov/
http://www.ova.pa.gov/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Pages/Flow%20County/Recursos-de-Pennsylvania-SAVIN.aspx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Pages/Flow%20County/What-will-this-service-do-for-me.aspx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Pages/Flow%20County/What-are-the-steps-to-register.aspx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Pages/Flow%20County/What-do-I-need-to-know.aspx
http://pcv.pccd.pa.gov/for-victims/Pages/Your-Rights-as-a-Victim.aspx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Pages/Flow%20County/What-if--.aspx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Documents/PA_PSA.mpg
https://www.bop.gov/resources/victim_resource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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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등록 양식 등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IV. 상담 및 치료 
 
귀하가 범죄의 피해자라면 상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후에 피해자는 불안, 슬픔, 비탄, 분노 및 우울감을 자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수 

없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새로운 행동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상담은 범죄로 인해 귀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담 전문가를 만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제가 일상 생활에 방해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감정을 경험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지역의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에 연락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유형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트라우마 치료사를 찾거나, 지원 단체에 참여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dhs.gov/victim-notification-program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Pages/Interactive-Map.aspx#.VBB2X_ldVyx
http://pcv.pccd.pa.gov/available-services/Pages/Interactive-Map.aspx#.VBB2X_ldVyx
http://www.pcar.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s/locating-trauma_informed_therapist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