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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존스 대학은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과 같은 어떤 사건도 용납하지 않으며 여러
분을 돕고자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취해 자신을 돌보기로 한 귀하
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
하며 귀하는 그에 필요한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치
유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이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
니다. 

이 문서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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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의 다양한 인구가 가진 필요와 문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
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지원 및 절차가 있습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또
는 직원, 성별,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취향, 인종, 민족, 출신 국가 또
는 기타 보호 신분인지에 관계없이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헌신적인 지원
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정서적 지원, 상담, 선택사항에 대한 조언, 치
료, 학업 지원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이 귀하를 지원하
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단계로 이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이 문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목록의 지원 리소스를 통해 문의하십
시오.

귀하에게 공공 안전,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주 경찰에 신고하거나 세인트 
존스 대학으로 사건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권리 역시 
있습니다. 본교로 사건을 신고한 경우,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학교로부터 지원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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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필요한 안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토킹의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이 세인트 존스 대학
교에 남아 학업 기준을 달성하고 필요한 건강/정신 건강 치료를 받아 사
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서는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토킹을 포함한 성적 위
법 행위를 겪은 생존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지된 행위에 대한 
중요한 정보, 교내 외에서 사용 가능한 지원 방안 및 불만 제기 방법에 대
한 안내를 통해 생존자들의 회복과,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치유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성적 위법 행위에서 살
아남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 귀하가 견뎌온 고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셨든 간에 귀하에게 일어난 일과 귀하가 느낀 감정
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다.  귀하가 갖고 있는 감정, 반응 및 질문이 자신의 
잘못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중요합니다.  절대 피해자의 잘못으로 성적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
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에게 저지른 일은 귀하의 탓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귀하도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매우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자
원과 지원, 그리고 귀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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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고 있던 옷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멍, 찰과상 또는 상처가 있는 곳을 포
함하여 사진을 찍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발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
는 경우, 증거를 보존해 두어야 더 넓은 선택 옵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특정한 행동 방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 경우, 911에 전화하거나, 1-718-990-5252번으로 공
공 안전에 전화하거나, 다음 페이지 목록에 있는 SAFE 프로그램을 보유
한 병원 중 하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교에서는 SAFE 검사를 위해 병
원을 오가는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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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지원

자신을 돌보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확
인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
서의 폭력으로 인한 눈에 띄는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신
체적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의료 및 보건 센터는 성병에 대한 검사, 
증거 수집 및/또는 상담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에는 SAFE(성폭행 법의학 조사관) 프로그램이 있는 병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SAFE 프로그램에는 특별히 훈련된 보건 전문가가 있어 성폭
행 신고를 한 환자에게 평가, 치료, 의뢰 및 후속 조치를 제공합니다.  경
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추가 지원 및 병원에서 겪을 일에 대
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면,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96시간 미만)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증거 보존은 법적 조치 또는 민사상 연락 금지 명령 및/또는 보호 명령 
요청에 사용될 수 있어 중요합니다.  증거를 보존하기로 선택한 경우, 목
욕, 질 세척, 이를 닦거나 머리를 빗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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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프로그램이 있는 NEW YORK의 병원 목록

MANHATTAN
Mount Sinai 메디컬 센터
1 Gustave L. Levy Place
New York, NY 10029
1-212-241-6500

Mount Sinai-St. Luke’s 병원
1111 Amsterdam Avenue
New York, NY 10025
1-212-523-4000

Mount Sinai-Beth Israel 병원
281 First Avenue (16th Street)
New York, NY 10003
1-212-420-2000

New York-Presbyterian 
메디컬 센터 - Weill Cornell
525 Ea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65
1-212-746-5454

NYC Health & 
Hospitals / Metropolitan 
1901 First Avenue
New York, NY 10029
1-212-423-6262

NYC Health & 
Hospitals / Bellevue 
462 First Avenue (E. 27th Street)
New York, NY 10016
1-212-562-5555

New York-Presbyterian 
병원 – The Allen Pavilion
5141 Broadway
New York, NY 10034
1-212-932-4000

New York-Presbyterian /
Columbia 대학 메디컬 센터
622 West 168th Street
New York, NY 10032
1-212-305-9060

NYC Health & 
Hospitals / Harlem
506 Lenox Avenue
New York, NY 10037
1-212-9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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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프로그램이 있는 NEW YORK의 병원 목록

NYC Health & 
Hospitals / Woodhull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1-718-963-8000

NYC Health & 
Hospitals / Kings County 
451 Clarkson Avenue
Brooklyn, NY 11203
1-718-245-3131

NYC Health & 
Hospitals / Coney Island
2601 Ocean Parkway
Brooklyn, NY 11235
1-718-616-3000

NYC Health & 
Hospitals / Elmhurst
79-01 Broadway
Elmhurst, NY 11373
1-718-334-4000

NYC Health & 
Hospitals / Queens
82-68 164th Street
Jamaica, NY 11432
1-718-883-3000

QUEENS

BROOKLYN 

BRONX
NYC Health & 
Hospitals / North Central Bronx 
3424 Kossuth Avenue
Bronx, NY 10467
1-718-519-5000

NYC Health & 
Hospitals / Lincoln
234 East 149th Street
Bronx, NY 10451
1-718-579-5000

NYC Health & 
Hospitals / Jacobi
1400 Pelham Parkway South
Bronx, NY 10461
1-718-9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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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지원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
킹을 경험하고 나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다양
한 유형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
는 것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생존자들과 협
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회복
에 도움이 됩니다.

종종 생존자들은 악몽, 회상, 무감각, 가족과 친구에게 스스로 거리두
기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포함한 급성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는 때때로 자신을 비난하고, 친구 및/또는 가족의 반응에 
대해 화를 내고, 일어난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화를 낼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반응은 일부 생존자가 이러한 감정을 혼자 관리하는 것
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지지를 받고 비밀이 보
장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또한 새
로운 대처 기술을 배우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쉽
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
며, 교내 외의 지원 방안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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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프로그램이 있는 NEW YORK의 병원 목록

Richmond 대학 메디컬 센터
355 Bard Avenue
Staten Island, NY 10310
1-833-295-2458

STATEN ISLAND

Good Samaritan 병원 
메디컬센터
1000 Montauk Highway
West Islip, NY 11795
1-631-376-3000

Long Island Community 병원
101 Hospital Road
Patchogue, NY 11772
1-631-654-7100

SUFFOLK COUNTY

North Shore 대학병원
300 Community Drive
Manhasset, NY 11030
1-516-562-0100

Nassau 대학 
메디컬센터
2201 Hempstead Turnpike
East Meadow, NY 11554
1-516-572-5277

NASSAU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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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지원교내 지원

영적 지원과 
후속 위탁을 위한 교내 사제가 있습니다.

Marillac Hall Room 239
1-718-990-6255

Notre Dame House
1-718-390-4475

교내 사제

Queens 캠퍼스 Staten Island 캠퍼스

학생 건강 서비스에도 의료 보조와 지원을 제공할 직원이 있습니다. 서비
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생 재정 서비스 사무소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보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aSilva Hall First Floor
1-718-990-6360

1-718-990-2000
studentfinancialserv@stjohns.edu

학생 건강 서비스

학생 재정 서비스

모든 캠퍼스

모든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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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지원

상담 및 진료 센터(CCC)에는 정신 건강 전문가가 있어
학생에게 도움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CCC의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캠퍼스 지원 고문은 생존자들에게 기밀 리소스 역할을 하는 훈련된 SJU 
관리자입니다.  CSA는 SJU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
는 모든 해결 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필요할 수도 있는 다른 사항에 대한 
의뢰를 용이하게 해 줍니다.

Marillac Hall Room 130
1-718-990-6384

1-718-990-8484

상담 및 진료(CCC)  

EAP 프로그램에서는 무료이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서비스를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가와 연중무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1-800-833-8707
www.myccaonline.com (회사 코드: STJOHNS)

직원 지원 프로그램 (EAP)

캠퍼스 지원 고문(CSA)

모든 캠퍼스

근무 시간 이후 직통 상담 전화: 1-718-990-6352

모든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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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지원교외 지원

QUEENS
성폭력 및 폭력 중재 프로그램(SAVI) 
Elmhurst 병원 소재
SAVI는 강간, 성폭행, 가정 폭력 및 관계 남용의 피해자를 위해 비밀이 보
장되는 무료 지원 서비스(상담, 의료, 법률 및 변호)를 제공합니다.
1-718-334-1418

Safe Horizon
Safe Horizon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는 위기 중재, 
사례 관리, 실제/비상 지원, 정보  
 및 의뢰, 개별 상담, 서포트 모임, 변호,  
 및 지역 사회/공공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합니다.
1-212-227-3000

Queens 강간 상담 센터
성폭행, 가정 폭력 및/또는 기타 외상 피해를 입은 개인(4세 이상)에게 외
래 심리 치료, 놀이/미술 치료 및 그룹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센터입니
다.
1-718-263-2013

Turning Point
Turning Point는 지역 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로 
무슬림 여성과 어린이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화적 및 종교적 
감수성이 뛰어난 직원이 가정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 변호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718-262-8722/8744| www.tpny.org

Womankind
Womankind는 여성과 아이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가정 폭력 및 기타 형태의 학대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Womankind에서는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과 쉼터 서비스를 통해 안전
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사무실은 Manhattan, Queens 및 
Brooklyn에 있습니다.
1-888-888-7702 | www.iamwomanki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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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중재, 쉼터 서비스 및 의뢰를 제공합니다.
영어: 1-800-942-6906
스페인어: 1-800-942-6908

NYC Well은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남용 문제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모
든 사람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지원, 위기 중재, 정보 및 의뢰 서비스를 제
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스페인어 및 북경어/광둥어로 연중무휴로 제공되
며,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전화 통역을 제공합니다.
영어: 1-888-NYC-WELL (1-888-692-9355)

즉각적인 안전 계획, 쉼터 지원 및 기타 방안을 제공합니다.
1-800-621-HOPE(4673)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직통 상담 전화
New York 주 성폭행 및 가정 폭력 직통 상담 전화

NYC Well

New York 시 가정폭력 직통 상담 전화

전국 자살 
예방 프로그램
1-800-273-8255

전국 성폭력 직통 상담 전화
1-800-656-HOPE(4673)

Safe Horizon 강간 및 
성폭행 직통 상담 전화

교외 지원

1-212-227-3000
LGBTQ 및 HIV 감염 피해자 NYC 반폭
력 프로젝트 직통 상담 전화
1-212-714-1141

전국 연합 
가정 폭력 직통 상담 전화(NCADV)
1-800-799-SAFE(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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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Bellevue 병원 센터: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
강간 또는 성폭행 생존자 중 성인(18세 이상)을 위한 외래 환자 클리닉
으로 
무료 개인 및 그룹 상담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12-562-3755

Beth Israel 메디컬 센터: 강간 위기 및 
가정 폭력 중재
본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무료 개인 및 그룹 상담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12-420-4516

Harlem 병원: 피해자 지원 센터
범죄 피해자 중 성인(18세 이상)을 위한 서비스에는 위기 상담,  
변호, 치료, 서포트 그룹 및 정보(의뢰)가 포함됩니다.
1-212-939-4613

Mount Sinai 메디컬 센터: 청소년 피해자 프로그램
성적 학대 피해 청소년 생존자(10~21세)와 
그 가족을 위한 
외래 환자 종합 정신 및 의료 건강 서비스.
1-212-423-3000

Mount Sinai 메디컬 센터: Mt. Sinai SAVI: 강간 생존자
이것은 Mt. Sinai 병원의 SAVI 강간 위기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개인 및 그룹 상담, 위기 중재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12-42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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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시 어린이 센터(NYCCC): 
NYCCC 행동 건강 클리닉
BHC에서는 정신 건강 및/또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5~21세 청소년에
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HC는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718-613-3055/3056

CAMBA: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VAP) 
CAMBA의 VAP는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강간 및 성폭행 피해자 생존자
와 그 가족을 돕습니다. 피해자 생존자와 그 가족과 병원 및/또는 경찰
서(요청 시) 및 정신 건강 상담 시설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성폭행 직통 상담 전화는 연중무휴 제공됩니다.
1-800-310-2449 | www.camba.org

Coney Island 병원 - 강간 위기 프로그램 
Coney Island 병원 응급실을 통해 들어오는 강간 및 성적 학대 피해
자에게 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병원 기반 프로그램입니
다.
1-718-616-4209

Wyckoff Heights 메디컬 센터 - 강간 위기 프로그램 
WHMC는 가정 폭력 및 성폭행/강간(13세 이상)의 1차 또는 2차 피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성별, 성별 표현 또는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이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1-718-906-3846

BROOK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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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NASSAU COUNTY

Fordham-Tremont 지역 사회 정신건강센터 
가정 위기 서비스/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외상 생존자에게 
치료 상담, 사례 관리, 위기 중재 및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정신 건강 센터입니다.
1-718-960-0300 

North Central Bronx 병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강간 또는 성폭행을 당했고 Bronx에 거주하는 생
존자(15세 이상)에게 개인 및 그룹 상담, 의료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
는 24시간 서비스입니다.
1-718-519-5722

Jacobi 메디컬 센터-Family Advocacy 센터 
Family Advocacy 센터는 성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 및/또는 방치된 
아동 및 청소년을 식별하여, 평가 및 치료에 전념합니다.
1-718-918-4184 | www.familyadvocacy.net

Barrier Free Living
Barrier Free Living은 장애인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편견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를 가진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상
담, 지원 그룹 및 안전 계획을 제공합니다.
1-212-533-4358 | www.bflnyc.org

The Safe Center LI, Inc.
Safe Center에서는 외상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
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갖춘 고도로 훈련되고 인정이 많은 
전문가 직원을 통해 상담에서 주택, 변호에서 의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16-542-0404 | www.tscl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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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장로교 - Weill Cornel 의과 대학, 가정 
 및 기타 폭력 비상 사태(DOVE) 프로그램 
DOVE 프로그램은 무료로 위기 중재 및 장단기 개인 및 가족 상담, 서포
트 그룹, 변호 서비스 및 피해자 서비스 보상 신청  
사무소의 보조를 제공합니다.
1-212-305-9060 | www.nyp.org/dove

Safe Horizon: 강간 위기 센터
범죄 및 외상 생존자를 위한 단기 위기 상담 및 변호를 제공합니다. 변호
에는 재정 지원 및 사법 시스템 내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1-855-234-1042 | www.safehorizon.org

폭력 중재 프로그램(VIP) Inc.
이 단체는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라틴계 가족 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룹
니다.
1-800-664-5880

남성 동성애자들과 여성 동성애자 반폭력 프로젝트 
AVP는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HIV
에 감염된 커뮤니티와 동맹이 단결과 교육을 통해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상담과 변호를 통해 생존자를 지원
합니다.
1-212-714-1141| www.avp.org

성폭행에 반대하는 New York 시 연합
이 연합은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변호, 의뢰 및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을 제공합니다. 
1-212-514-SAFE (7233) | www.svfreenyc.org

MANHATTAN



888-888-7702

M1-13558RK

저는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학생 생존자, 목격자 및 선의로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토킹 사건을 신고하는 
행인은 학생 행동 강령의 알코올 또는 약물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www.stjohns.edu/reportsexualmisconduct
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익명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밀 옵션

상담 및 진료(CCC)
모든 캠퍼스  

718-990-6384

근무 시간 이후의 직통 상담 전화  
718-990-6352

캠퍼스 지원 고문(CSA) 
718-990-8484

본교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십니까? 
www.stjohns.edu/titleix

성폭력 중재(SAVI) 프로그램 
212-423-2140

Womankind 
888-888-7702

교외 지원: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신고 옵션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걱정이나 불만이 있으십니까?
본교의 대응에 관한 우려 사항이나 불만 사항은 St. John의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718-990-2660 또는 titleix@stjohns.edu.www.stjohns.edu/sexualas-

saul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 집행 기관
비상 상황이거나 신고를 접수하시려면 

911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글로벌 캠퍼스에

서는 112로 전화합니다.

 세인트 존스 직원 
(교직원, 관리자 또는 직원) 

귀하가 세인트 존스의 직원, 관리자 또는 
교직원(비밀 보장 서비스 제외)에게 알리기
로 결정한 경우, 그들은 공공 안전부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알려야 합니다.

캠퍼스 대응 활성화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본교의 대응을 주도하며, 여기에는 지원 조치 및 불만 제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임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연락 금지 명령

• 교실 및 숙소 조정
• 교내 및 교외 지원 서비스 이용권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Title IX 코디네이터는 사건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청회가 열리고 피
고인이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지역 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것을 선택할 권리. 캠퍼스 지원 고문과 연계될 권리. 이들은 도움
을 주는 훈련 받은 세인트 존스의 관리자로 비
밀을 보장합니다.

Title IX 및 학생 조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
할 권리. 언제든지 참여 중단을 결정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구체적인 해결책 요청
• 수업 일정 조정
• 방 변경 요청
• 근무 일정 조정
• 교통 지원
• 현지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

인터뷰, 청문회 또는 기타 관련 회의에 고
문과 함께 할 권리. 직접 고문을 선택하시
거나 귀하를 위한 자문을 비용 없이 임명
해 줄 것을 본교에 요청할 권리.

공공 안전부  
Queens 

718-990-5252

Title IX 코디네이터
718-990-2660 

또는 titleix@stjohns.edu
Staten Island 
718-390-4487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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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OLK COUNTY

STATEN ISLAND

Suffolk의 피해자 정보국(VIBS) 
가정 폭력 및 강간 위기 센터 
핫라인, 중재, 상담, 변호, 법원 동행, 
봉사 활동 및 지역 사회 교육을 제공합니다.
1-631-360-3606| www.vibs.org

The Retreat – 가정 폭력 서비스 
서비스에는 주거용 쉼터, 연중무휴 가정 폭력 위기 핫라인, 개인 및 그룹 
상담, 법률 변호, 지역 학교에서 진행되는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포
함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1-631-329-2200 | www.theretreatinc.org

Safe Horizon 지역 사회 프로그램
Safe Horizon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서는 위기 중재, 
사례 관리, 실제/비상 지원, 정보 및 의뢰, 개별 상담, 서포트 그룹, 변호 
및 지역 사회/공공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합니다.
1-718-720-2591 | www.safehorizon.org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Seamen’s Society: Safe Passage 프로그램 
Safe Passage는 Staten Island의 비거주 가정 폭력 중재 프로그램입니
다. 서비스에는 위기 중재, 상담, 변호, 법률 서비스 및 부모/자녀 지원 그
룹이 포함됩니다.
1-718-447-7740 | www.seamenssocie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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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
Circonvallazione Gianicolense의 San Camillo 병원
응급실 근처에 "Sportello Donne" 또는 여성을 위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입장하면,
환자는 필요에 따라 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것이며
"강간 키트"에 해당하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와 사회 복
지 직원이 환자를 도울 것입니다. 이때 환자는 경찰에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경찰에 연락하여 환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소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Sportello Donna
주소: Circonvallazione Gianicolense 87
전화: 3273603369
이메일: sportellodonna.sancamillo@gmail.com

SOS Donna
Commune di Roma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
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사무소 "SOS Donna"가 있습니다.
-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
- 심리적, 의료 지원
-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경찰 보고서 작성 지원
- 법률 상담
- 긴급 조정
- 중재
-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및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www.sosdonnacomunediroma.org
Via di Grotta Perfetta, 610, 00142 Roma RM
이메일: sosdonnacomune.roma@gmail.com
전화: 06.9667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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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성폭행 피해자는 어느 응급실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시도할 경우, 17에 전화를 걸어야 경찰이 사건을 개시할 것
입니다.  경찰은 1, Place du Parvis-de-Notre-Dame, Paris 75004에 있
는 Hotel-Dieu 병원의 'Urgences Medico-Judiciaries'(Medico-legal 
Emergency)에서 신체 검사 요청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찰관은 Medi-
co-legal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심리학
자와 사회 복지 직원이 환자를 도울 것입니다.

Hopital Hotel-Dieu
1, place du Parvis Notre-Dame
75004 Paris
전화: +33 (0)1 42348234 | Métro: Cité (4 라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자가 3개의 재판구 중 한 곳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를 지원하는 라인인 SOS Help를 통해 심리 지원과 상담을 제공
합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전화: +33 (0)1 46214646

또한 영국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24시간 직통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 +33448457909090 

현지 영어를 구사하는 치료사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외 지원

아일랜드, 리머릭
Rape Crisis Midwest는 성폭력 생존자 남성과 여성에게 비밀이 보장되
는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 변호 및 동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
원은 생존자에게 선택 사항을 안내하고 신고, 법의학 검사 취득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생존자가 사건을 신고하기로 결정하면, 
직원은 생존자가 Gardai(아일랜드 경찰)에 진술할 때동행할 사람을 제
공하여 과정을 안내합니다.

Phoenix House, Punch’s Close
www.rapecrisis.ie | info@rapecrisis.ie 
1-800-311-511 (월요일~금요일: 오후 9시~5시)
Rosbrien Road, Limerick
24시간 제공 전국 직통 상담 전화: 1-800-778-888

공격이나 강간이 발생한 경우 Gardaí에 999번으로 연락함으로써 지
원 및 병원 절차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안내
할 것이고 Gardaí는 생존자를 도울 지원 직원을 찾기 위해 Rape Crisis 
Midwest 센터에 연락할 것입니다.

법의학 검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강간/성폭행이 일어난 후, Gardaí에 불만이 제기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학 서비스는 Limerick의 Gardaí에 의해 작동되며,
University Hospital Limerick에서 진행됩니다(Mary Immaculate 
College 캠퍼스에서 10분 거리). Rape Crisis Midwest의 지원 담당자
가 피해자를 안내하기 위해 참석하며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법의학 건강 진단을 받고 싶지만 범죄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국 서비스에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인 Galway의 (087) 63 38 118번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
지 운영하며, 오후 4시 이후나 주말에는 091-524222번으로 SATU를 신
청해야 합니다.

1er DPJ (1er, 2e, 3e, 4e, 8e, 9e,  
16e, 17ème arrondissements)
46/58 boulevard Bessières – 
75017 Paris - 01 53 11 23 00

2ème DPJ (10e, 11e, 12e, 18e,  
19e, 20ème arrondissements)
26/28 rue Louis Blanc - 75010  
Paris - 01 53 19 44 60

•

•

3ème DPJ (5e, 6e, 7e, 13e, 14e, 
15ème arrondissements)
114/116 avenue du Maine – 
75014 Paris - 01 53 74 1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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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학생 권리장전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st.johns.edu/sexualassault.

학생 권리장전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및 스토킹에 대한 NYS 법 129-B에 따라 
세인트 존스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지역 법 집행 기관 및/또는 NY 주 경찰에 신고할 권리

2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폭행을 폭로하여 심각하게 다뤄지게 
할 권리

3 범죄 또는 위반 사항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이 주는 압박을 받
지 않고 사법 또는 수행 절차 및/또는 형사 사법 절차에 참여할 권리

4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에 참여하고,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권리

5 존엄한 대우를 받고 가능한 경우 학교로부터  
정중하고 공정하며 존중이 담긴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이러한 범죄 및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거
나, 그러한 범죄 또는 폭력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한다
는 암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7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대학 대표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사건에 대한 설명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아도 될 권리

8 본교, 모든 학생, 피고인 및/또는 피고 및/또는 피고인의 친구, 가족 및 본교 
관할 내의 지인에 의 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9 판결에 대해 최소 한 단계 항소를 진행할 권리

10 그러한 절차와 관련된 모든 회의 및 청문회 기간 동안  
수행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하는 개인, 피고 또는 피고인을 지원하고 조언
할 수 있는 고문을 선택하여 동반할 권리

11 수사, 사법 제도 또는 사법 또는 본교의 절차 이행에 의한 간섭 없이 시민권
과 종교를 활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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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지원 조치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
토킹의 피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사건을 기밀로 공개할지 여부에 관계없
이 다음 지원 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은 피해자에게 제공된 모든 편의 또는 보호 조치를 
기밀로 유지하며 기밀의 범위는 편의나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기관
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지원 
조치를 요청하려면 St. John's University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718) 990-2660번 또는 titleix@stjohns.edu 로 문의하십시오.

• 수업 또는 과제 마감 시간 연장
• 유고 결석 또는 휴학
• 교내 주거지 또는 근무지 변경
• 학업 또는 본교 근무 일정 조정
• 보안 에스코트를 포함한 교통 지원
• 캠퍼스 특정 구역에 대한  

보안 및 모니터링 강화
• 지역 법 집행 기관에의 신고,  

건강 서비스 의뢰, 상담 서비스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 지역 사회 자원을 사용할 권리
• 연락 제한(연락 금지 명령)
• 무단침입 금지 명령 발부
•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 교내 민원처리 안내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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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신고 옵션

교수진, 직원 및 관리자
귀하께서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토킹 사건을 세인트존스 직원과 공유하는 경우(상담 및 진
료 센터, 보건실의 일원 및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캠퍼스 지원 자문위
원은 제외), 본교 정책에 따라 이 정보를 공공 안전 및/또는 Title IX 코
디네이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세인트 존스 행정관이나 교수진에게 
사고가 보고되면 공공 안전 및/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의 조사를 비
롯한 본교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
성폭력 신고는 세인트 존스의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도 할 수 있습니
다. Equal Oppurtunity(평등한 기회), Compliance(준수) and Title 
IX의 이사인 Danielle Haynes는 본교의 전반적인 캠퍼스 규정 준수를 
위한 Title IX 코디네이터 역할을 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의 사무실
은 University Center Suite C Queens 캠퍼의 인적 자원 사무실에 소
재하며 718-990-2660번 또는 titleix@stjohns.edu 
로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Jackie Lochrie, 학생 서비스 부학장은 학생 업무 부서의 Title IX 부 
코디네이터로 활동합니다.  Ms. Lochrie의 사무실은 Peter J. Tobin 
College of Business, Garden Level – Judiciary Suite-17C의 
Queens 캠퍼스에 있으며, 1-718-990-6568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
다. 

Kathleen F. Meehan 수석 부국장/여성 수석 행정관은 육상 부  
Title IX 코디네이터로 활동합니다. Ms. Meehan의 사무실은 Queens 
캠퍼스 Carnesecca Arena Room 157에 위치하고 있으며 1-718-
990-6173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양식
stjohns.edu/reportsexualmisconduct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x

신고 옵션

귀하에게는 공공 안전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신고할 권리가 있습
니다. 또한 귀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주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에 사고를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
우, 보복으로부터 대학의 보호를 받고  
대학의 보조와 자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모든 학생과 똑같이 이민이나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성희롱, 성
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토킹에 대
해 신고하고 보조와 지원을 받을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
생에게 보복하거나 해당 학생을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학생은 
국제 학생 및 장학생 사무실(718-990-6083)을 통해 U 및 T 비자 옵션을 
포함하여 이민 또는 비자 상태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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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옵션

세인트 존스 대학교 – 징계 조치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
토킹 혐의가 기밀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 관계자에게 신고되면 해당 신고
는 공공 안전부에 전달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불만 제기에 대한 
지원 조치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교의 대응을 이끌 것입니다. 불만이 
접수되면 대학은 불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는 최소한 매년 성
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및 스토킹
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고소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해 상
충이나 편견이 없고 관련된 모든 학생에게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공
무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양 당
사자는 수집된 증거물을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됩
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대학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청문회 담당자
도 적절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청문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피고인
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증거 표준의 우위(즉,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은 인터뷰, 청문회 또는 기타 관련 회의 중
에 선택한 고문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청문회에서 고소인과 피고
인은 고문과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본교에 무료로 고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옵션

세인트 존스 공공 안전부
세인트 존스 공공 안전부는 24시간 내내 
연중무휴로 1-718-990-5252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 
담당관은 지역 법 집행 기관 및/또는 지역 검찰청에 연락하거나 사건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법 집행 기관에 사건
을 보고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 안전에 사고가 보고되
면 공공 안전 및/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의 조사를 비롯한 본교의 대응
이 시작됩니다.  공공 안전 부서나 다른 관리자가 사건의 성격과 관련하
여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법 집행 조사에 
협조할지 여부는 항상 귀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이나 성적 위법 행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본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완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하는 경우

세인트 존스 대학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언제 연락해야 합니까? 
성희롱, 성폭력, 위법 행위 등 성차별이 우려되는 경우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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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시 경찰청
New York 시 경찰청에 911 또는 다음 연락처 중 하나로 연락할 수 있습
니다. 
 
성 범죄 신고 라인
1-212-267-RAPE(7273)

특별 피해과 24시간 핫라인 
1-646-610-7272

지방 검찰청
Queens 지구  
검찰청
특수 피해자국
1-718-286-6505

Nassau 카운티 지역 
검찰청
특수 피해자국
1-516-571-1267

신고 옵션

법 집행 기관에 사고 신고
세인트 존스 대학에 재학 중에 발생한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스토킹 또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려면, 세인트 존스 대학의 공공  
안전부,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해당 관할권의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
기 위한 본교의 기준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다릅니
다. 형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 NYPD 및/또는 
지역 지방 검사 사무실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Clery Act 보고 및 공개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록을 보
관합니다.

New York 시 가정 사법 센터
NYC 가정 사법 센터는 가정 및 성별 기반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
해 무료 및 비밀이 보장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5개 자치구 
모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 경제적 권한 부여, 상담, 민사 법률 
및 형사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s://www1.nyc.gov/nychope/site/page/family-justice-cen-
ters

NYC 가정 사법 센터, Bronx
198 East 161st Street, 2nd Floor
Bronx, NY 10451
1-718-508-1220

NYC 가정 사법 센터, Brooklyn
350 Jay Street, 15th Floor
Brooklyn, NY 11201
1-718-250-5113

NYC 가정 사법 센터, Manhattan
80 Centre Street, 5th Floor
New York, NY 10013
1-212-602-2800

NYC 가정 사법 센터, Queens
126-02 82nd Avenue
Kew Gardens, NY 11415
1-718-575-4545

NYC 가정 사법 센터, Staten Island
126 Stuyvesant Place
Staten Island, NY 10301
1-718-697-4300

신고 옵션

Suffolk 카운티 지구 검찰청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국
1-631-852-2555

Manhattan 지구 
검찰청
성범죄과 핫라인
1-212-335-9373

Richmond 카운티 지구 검찰청
특수 피해자국
1-718-697-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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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생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추가 NYC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옵션 신고 옵션

가족의 안식
1-212-349-6009 | www.sanctuaryforfamilies.org | info@sffny.
org
뉴욕의 주요 서비스 제공자이자 가정 폭력, 성매매 및 관련 형태의 성 폭
력 생존자들을 위한 변호인입니다. 본사는 맨해튼의 비밀의 장소에 소재
하지만 5개의   NYC 가정 사법 센터에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성
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의 학생 생존자에게 법적 상담과 변호를 
제공합니다.  Title IX 절차, 형사/민사 사법 시스템을 고려하거나 법적 옵
션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ew York 법률 지원 그룹(NYLAG)
100 Pearl Street, 19th Fl. New York, NY  10004 
1-212-613-5000 | www.nylag.org | info@nylag.org
보호 명령을 받고 집행하는 것부터 안전 계획에 이르기까지 
법정에서 생존자와 함께 설 때까지의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Safe Horizon
1-800-621-HOPE (4673) | www.safehorizon.org 
상담, 법률 서비스 및 쉼터 안내를 위한 연중무휴 핫라인.  
범죄 및 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의료, 법률 및 정신 건강 옵션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개 자치구에 걸쳐 소재.

범죄 피해자 치료 센터
40 Exchange Place, Suite 510, New York, NY  10005
1-212-523-4728 | www.cvtcnyc.org | cvtc@cvtcnyc.org 
위기 중재, 개인 및 집단 외상 중심 치료, 법률  
변호 및 정신과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ount Sinai 성폭행 및 폭력 중재 프로그램
One Gustave L. Levy Place, Box 1670, New York, NY 10029 
1-212-423-2140 
성폭력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상담 프로그램과 정통 유
대교 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법률 변호 및 응급실을 제공합
니다. 

법률구조협회
법률구조협회는 5개 자치구 모두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민사, 형사, 가
족, 주택 및 소년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률 서비스와 대리인을 제공
합니다.
www.legalaidnyc.org

법률구조협회 Manhattan 본부
199 Water Street
New York, NY 10038
1-212-577-3300

법률구조협회 Queens 인근 사무소
120-46 Queens Boulevard
Kew Gardens, NY 11415
1-718-286-2450

법률구조협회 Brooklyn 인근 사무소
111 Livingston Street, 7th Fl.
Brooklyn, NY 11201
1-718-722-3100

법률구조협회 Bronx 인근 사무소
260 E. 161st Street
Bronx, NY 10451
1-718-991-4758

법률구조협회 Staten Island 인근 사무소
60 Bay Street, 3rd Fl.
Staten Island, NY 10301
1-347-422-5333



신고 옵션

글로벌 캠퍼스

이탈리아, 로마
경비실
+39-06-393-84299

프랑스, 파리
경비실
+33-(0)-1-7745-8901

아일랜드, 리머릭
MIC 경비 
+353-6-120-4300

글로벌 캠퍼스에 재학 중 발생한 범죄 행위 또는 긴급 상황을 보고하려
면, 112로 전화하여 현장 상주 이사, Queens 캠퍼스 공공 안전부 또는 
현지 법 집행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공공 안전부(Queens)
1-718-990-5252

공공 안전부(Queens)
1-718-990-5252

공공 안전부(Queens)
1-718-990-5252

현지 법
집행
112

현지 법
집행
112

현지 법
집행
112

x

법적 보호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

추가로, "보호 명령" 또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받는 법을 알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겠다고 위
협하는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 법원에서 발행하는 문서입니
다.  가정 폭력과 관련된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유
형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위협, 희롱 
또는 스토킹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통해 해당 대
상이 귀하 및/또는 가족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해당 대상이 귀하
의 집이나 대학(공부하고, 일하고, 사는 곳)에서 떨어져 있게 할 수 있습
니다.

요청 시, 세인트 존스 내의 공공 안전 담당자가 보호 명령 또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받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안전부가 귀하
를 대신하여 보호 명령 또는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New York에서는 가정 법원, 형사 법원 및 대법원이 모두 보호 명령을 발
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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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명령

가정 법원 보호 명령
이것은 민사 소송의 일부로 발부됩니다.  그 목적은 가족 내에서 또는 친
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중지하고 영향을 받는 개인을 보호하
는 것입니다.

가정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받으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현재 또는 전 배우자

함께 나은 자녀가 있는 관계

혈연 또는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는 사람. 친밀한 관계가 성적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
에 따라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법원
에서 친밀한 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 법원에서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정 범죄 청원서(Family Offence 
Petition)라는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가정법원
에 연락하여 청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명령

형사 법원 보호 명령 
형사 법원의 보호 명령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꼭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보호 명령 
이것은 진행 중인 이혼 절차의 일부로만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이 있고 보호 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 동의 또는 사유 표
시 명령을 통해 서면 요청을 하여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 출두에서 구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사
회 지원 방안이 많습니다.(예: 성폭행에 반대하는 New York 시 연합은 
www.svfreenyc.org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본교 지원과와의 연락을  
통해 본교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적절한 지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의 다음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유사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이탈리아, 로마: Ordini Restrittivi
• 프랑스, 파리: Ordonnance de protection
• 아일랜드, 리머릭: 보호 명령, 안전 명령, 금지 명령

현장의 학생 업무 관리자는 지역 경찰을 통해 이러한  
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 
들은 titleix@stjohns.edu 로 지원 요청을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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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존스 대학은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민족, 성별(성희롱 및  
성폭력 포함),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종교, 연령, 군
인 신분(재향군인 신분 포함), 결혼 상태, 가정 폭력의 희생자로서의 상
태, 시민권 상태, 유전적 소인 또는 보균자 신분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으
며, 1972년 교육 수정안의 Title IX, 1990년 미국 장애인법 및 수정법,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1964년 민권법 6장 또는 7장, 기타 해당 법령 
및 대학 정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 법으로 금
지된 기타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통보 
및 평등한 기회 

참고



이 프로젝트는 미국 법무부 여성 폭력방지국에서 수여한 보조금 번호 
2014-WA-AX-0002 및 2018-WA-AX-0017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이 출
판물/프로그램/전시에 드러난 의견, 발견, 결론 및 권장 사항은 저자의 것이
며, 법무부 여성 폭력방지국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