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다면 저희는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당신이
도움 요청의 여부에 관해서 결정하는 동안 우리는 당신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도움제공 이용은 당신의 선택이며 당신의 안전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요구나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받는 도움은 무료이며 저희는 당신의 서면허가 없이 당신이 이곳에 있다거나 혹은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고 경찰과 이민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당신에 대하여
알리지 않을 것 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더 이상의 학대에서 도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들을 결정하는 동안 적어도 삼 십일 동안 당신은 그 피신처에서 기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도우며, 당신을 지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들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옹호자들을그 피신처에서만날 수 있을것 입니다.
저희 옹호자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신의 언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게 직접 혹은 전화 연결로 통역관을 제공 할 것입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다른방법의 일부들은 사회적 서비스 권리, 법조와 의료지원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법적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법정에서는 당신옆에서
지지할 수 있는 특별히 훈련된 옹호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학대자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긴급 안전대책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조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께 이민 성립 요구, 주택 공급, 취업, 그리고 교육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그와 같은 많은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피신처가 필요 없거나 피신처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고 결정하셔도
저희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24 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하기위해
예약 할 수 있으며 혹은 예약 없이도 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도움을 배려하며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친절하고 배려깊은 옹호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24 시간 가동하는 우리의 위기상담전화 907-272-0100 으로 전화 하시면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내 가정폭력 핫라인입니다. 이
번호는 미국 전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800-799-7233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