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공

삶의 변화

커뮤니티 참여

24시간 비상전화: 훈련된 상담사/옹호자가

임시 거처: 거주자들이 인생의 다음 단계로

커뮤니티 교육: 커뮤니티 그룹에 가정폭력,

폭력을 경험한 개인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피해자 중심의 주거
프로그램

성폭행, 아동학대, 폭력 방지에 관한 주제로
소통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그룹: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과거의

대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적절히 설계된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한 폭력 방지 교육과정

비상 쉼터: 안전 확보 및 자급자족을 목표로 학대/
폭력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위한 단기 주거 공간

위기 상담 & 지속적인 옹호: 독립 상담, 기타
서비스로 이관 또는 그에 대한 정보, 필요한 서비스
찾기 지원, 안전에 대한 계획 세우기

보호 명령: 비상 명령을 포함하여 학대, 성폭력
또는 협박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 획득
지원

법적 지원: 복잡한 법률 시스템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및 피해자 옹호

의료 지원: 법의학 검사 및 면담을 거쳐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현장 지원

학대 경험과 치유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출구가 되어주는
동료 지원 그룹

전문 교육: 법정 공인 PA 리포터 교육 및

경제적 자립: 피해자들이 안전한 삶을 위한

가정폭력과 직장 내 성추행 방지 및 논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들

재정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 참여: 폭력의 뿌리를 의도적으로

법정 대리: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조언,

사회적 정의 캠프인 Camp Peaceworks

대리 및 이관(특히 이혼, 양육권, 어린이/배우자
지원, Title IX(학업 성차별 관련 법), 성폭력, 보호
명령, 이민 문제)

감독하의 방문권 & 양육권 교환: 가정 폭력
피해 부모 및 아동이 감독하의 양육권 교환 및
감독하의 방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환경

어린이 상담: 폭력의 피해자 또는 폭력을 목격한

모든 서비스는 기밀이며
무료입니다.

학교 기반 프로그램: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상담, 서비스 계획 개발,
옹호, 지원 그룹, 보조

근절하고 도움이 되는 기술 익히기. 예: 저희의

인식 캠페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인식의 달과
같은 중요한 날에 인식 제고 행사 및 미디어 캠페인
개최

봉사활동 주최: 더욱 안전한 사회를 위해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 행사, 대중매체
봉사활동, 소셜 미디어 행사 주최

자원봉사 기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비상전화
상담사/옹호 교육 및 커뮤니티 행사를 도울 수 있는
기회 등을 통해 센터와 연계하여 활동

다음과 같은 일을
겪고 계십니까?

?

그 누구도 착취당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

가정폭력

귀하의 파트너가 다음 행동을 한 적이 있음:
n 극도로

질투하거나 불안해함

n 귀하를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고립시킴

n 극도의

소유욕을 보임

n 다치게

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함

n 재정적으로

지배하려고 함

n 남들이

보는 앞에서/둘만 있을 때 무시하고
욕하거나 모욕을 줌

n 옷차림에

간섭함

n 지속적으로
n 항상

통금을 종용함

자신과 함께 있도록 강요함

n 성관계를
n 방식에

?

n 해로운

갖도록 압력을 행사함

습니다.
저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화는 24시간 열려있습니다

1.877.234.5050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스
토킹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 및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힘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함

한 전문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서
비스입니다.

성폭력

귀하에게 다음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음:
n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 위협 및/또는 조종함

n 금전,

식품 또는 기타 형태의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
계를 갖도록 함

n 원치않는

성적인 말, 행동 또는 접근을 통해 성적으
로 학대함

n 방식에

?

24시간 비상전화: 1.877.234.5050

관계없이 원치않는 방식으로 만지거나

접촉함

스토킹

귀하에게 다음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음:
n 도보,

자동차 또는 전화/인터넷으로 따라옴

n 원치않는
n 기타

편지, 이메일, 문자 또는 전화를 함

방식에 관계없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원치않는

접촉

centresafe.org
814.238.7066
140 W. Nittany Ave. | State College, PA 16801
centresafe.org

귀하 또는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질문들 중 한
가지에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
Centre Safe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십시오.

@centres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