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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제공자 이름 삽입]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이전 계획 모델 

긴급 이전  

[커버되는 주택 제공자 이름 삽입 (본 모델 계획에서는 약자 HP를 사용함)]는 

세입자들의 안전을 유념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자인 세입자들의 안전도 포함됩니다. 여성 폭력 방지법(VAWA)1에 준하여, 주택 

제공자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자인 세입자들이 현재 유닛에서 

다른 유닛으로의 긴급 이전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요청은 성별, 성 

정체성, 성 동향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세입자의 이전 요청 수락 가능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세입자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결정하는 데 달려 있으며,  임시적으로 또는 

보다 영구적으로 세입자에게 제시할 다른 거주 유닛의 사용 여부와 안전에 달려 

있습니다.   

본 계획은세입자의 긴급 이전 자격에 대한 성립, 긴급 이전 요청에 필요한 서류, 비밀 

보장, 긴급 이전 시행 절차,  세입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안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미 주택 도시 개발국이 발표한 긴급 이전 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미 주택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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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은 [프로그램 이름 또는 임대 지원 이름 삽입]의 VAWA법 준수를 감독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긴급 이전 자격 성립  

HUD 법규 24CFR 5항 L조에 정의된 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자인 세입자는 동일 유닛에 머무를 시 계속되는 폭력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타당한 믿음이 있을 때 긴급 이전의 자격을 갖습니다. 긴급 이전 요청 

이전 달력일로 90일 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성 폭행이 일어났다면 세입자는 이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긴급 이전을 요청하는 세입자는 반드시 본 계획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명백하게 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재 유효하지 않은 자격을 가질지라도 본 섹션의 적격성 요구사항에 

부합된다면 긴급 이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이전 요청 서류  

긴급 이전을 요청하려면, 세입자는 HP의 관리 사무소에 통보하고 [HP가 장소를 

삽입]로의 서면 이전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본 정책에 준하여 타당한 편의지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입자의 긴급 이전 서면 

요청에는 아래의 둘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세입자가 H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동일한 유닛에 남아 있을 경우 계속되는 

폭행으로 해를 입을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타당하게 믿을 이유가 있음을 

표명하는 진술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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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자가 성 폭행의 피해자이며 긴급 이전을 요청하기 전 달력일로 90일 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그 성 폭행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비밀 유지    

HP는 세입자가 긴급 이전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모든 정보, 긴급 이전 자체에 대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단 세입자가 HP측에 제한된 기간 동안의 정보 공개를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정보 공개가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프로그램에 속한 지원 종료에 

대한 퇴거 절차나 공판에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를 세입자에게 끼친 사람(들)로부터 세입자의 새 거주 

유닛 장소(정보가 제공된 경우)를 비밀로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HP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여성 

폭력 방지법상 모든 세입자를 위한 거주권 고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긴급 이전 시간 및 가용성  

HP에서는 이전 요청의 승인, 또한 요청 수리에 걸리는 시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HP는최대한 빨리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다른 유닛으로 여건과 안전에 따라 이전하도록 조처할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제안된 이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다른 유닛으로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유닛이 있는 경우, 이전된 

세입자는 반드시 이전이 이루어진 그 유닛의 점유에 관한 조건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HP는 세입자가 어떤 유닛에 대한 자격이 성립되지 않거나못한 경우 

그 유닛으로 이전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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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HP에 긴급 상황에 처한 세입자를 위한 안전하고 이용가능한 유닛이 없을시, 

HP는 세입자가 이전할 안전하고 이용가능한 유닛을 보유한 다른 주택 제공자를 찾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시 HP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역 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관 목록은 본 

계획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의 안전  

이전 절차가 계류중이며 만약 실제 이전이 승인되고 이루어질 시에, 세입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모든 타당한 방책을 강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은 세입자는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1-800-799-

7233번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내 가정폭력 대피처에 연락해서 안전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은 1-800-787-3224 (TTY)번으로 전화하면 

핫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성 폭행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800-656-HOPE번으로 전화해서 전국 강간, 학대, 

근친상간 네트워크의 전국 성폭행 핫라인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핫라인인 

https://ohl.rainn.org/online/을 방문하십시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었던 세입자는 도움을 원할 경우  

https://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국 스토킹 지원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첨부서류: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제공 지역 기관  

https://ohl.rainn.org/online/
https://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