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1-877-234-5050
TTY# (814) 272-0660
24시간 무료상담전화.
당신과 당신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te College Office
140 West Nittany Avenue
State College, PA 16801
Office Hours:
Monday-Friday
9:00am-7:00pm

설 립 취 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자기계발 의욕을 —
전통적 역할과 비전통적 역할 모두 포함—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다른 여성들도 자신
들과 유사한 어려움과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
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
한 설립자들과 후원자들에 의해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가 설립되었
다. 유사한 경험을 가졌다는 특수성은 여성
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
데 상호 의지와 격려가 되게 한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우리는 또한 위험과 위협이 없는 안전한 환
경에서 개개인이 보다 충만히 계발될 수 있
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 어
린이는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에서 두려움
과 위협과 폭력이 없는 환경을 누릴 당위성
이 있다.

Bellefonte Office

24 시간 상담전화

116 South Allegheny Street
3rd Floor, Temple Court Building
Bellefonte, PA 16823
Office Hours:
Monday, Wednesday, & Friday
8:30am - 4:00pm

(814) 234-5050
무료 상담 1-877-234-5050
안전함 – 전문성 – 비밀 보장 – 무료
Member Agency Centre County United Way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폭력 실태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의
서비스

¨ 펜실베니아 안에서 3일에 한 번씩 한 명의

여성 혹은 어린이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
망함.

강간 및 학대 피해에 대한 24시간 상담전화:
정보와 지원, 상담, 안전 계획, 여타 관련기관
과의 연계 제공.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 강간은 미국 내에서 가장 보고율이 낮은

무료 상담 전화 1-877-234-5050

범죄이며, 그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 가정 폭력은 미국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상

보호소 (Sylvia Stein Shelter) 제공: 안전한 피
신처가 필요한 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소 제공.

해의 주요원인임. 강간, 강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합산한 것보다도 많음.

¨ 여성의 4분의 1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성폭

연계주거 프로그램: 피신처 (Sylvia Stein
Shelter) 에서 퇴소하는 가족들에게 각기 목적
에 적합한 (과도기적) 연계주거 프로그램 지
원.

행을 당함.

¨ 십대 청소년의 4분의 1 가량이 데이트 폭

력을 경험한 적 있음.

법률 상담 / 보호자: 소송진행과 관련된 법률
적 도움 및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가능.

상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와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상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그룹도 있음.

안전함 – 전문성 – 비밀 보장 – 무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가정폭력 및 성폭력
의 직.간접적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 법률
상담, 지원그룹 활동.

지역사회 교육: 학교, 지역사회단체, 전문가들
에게 이러한 폭력문제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지대책/교육 프로
그램.

외곽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법률상담:
Centre County 외곽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Bellefonte와 Philipsburg에 사무실 소재. Centre
County 내의 어느 지역에서나 비공개 상담을
위한 장소 제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