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관계폭력 신고 안내서

유매스 대학교 공동체 일원이 성희롱, 성폭력, 강간, 관계폭력 또는 가정폭력, 스토킹,
사이버스토킹, 보복 등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
비밀보장: 타이틀나인 담당자에게 보고되지 않음

사생활 보장: 타이틀나인 담당자에게 보고됨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은 대학 관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음)

(공유된 정보에 대해 사생활은 보장하나 보고됨)

여성 및 커뮤니티 센터 Center for
Women & Community (CWC)
하루 24시간, 매일 상담가능:
413-545-0800
모든 성별 환영

대학 보건소 University Health
Services (UHS)
413-577-5000
Cooley Dickinson Hospital
ER 쿨리디킨슨병원 응급실
413-582-2000

유매스 애머스트 경찰서 UMass
Amherst Police Department
(UMPD)
비상전화: 911
413-545-2121

CWC에 연락하면 본인이
상황통제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판단받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원한다면 다음에 대한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UHS에서는 성폭행 증거물
수집을 원할 경우 다음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UMPD는:

• 안전상의 고민에 대한 지원
• 병원까지 이동 차편
• 병원에서 도움을 줄 대변인
• 경찰 또는 법원과 이야기할 때,
가처분 명령이 필요할 때
• 학생처장과 이야기할 때
CWC는 모든 성정체성의 생존자
및 그의 친구들, 애인, 가족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학생처
Dean of Students Office
(DOSO)
413-545-2684

DOSO는:
• 성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하거나
• 민사 또는 형사상의 신고에 대한
이에 반응하는 학생들을 지원
정보 제공
•
학교 규칙 및 신고와 관련한
• 신체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 폭행/희롱 사건에 대해 정식 보고
선택사항에
대한 문의
신체검사
• 수사 진행
• 학생 행동수칙 위반 보고에 대한
• 감염(가능성)에 대한 처방
전체 조사 진행
• 늦은 밤 또는 주말에 긴급
• 알코올/약물 중독 검사 실시
•
주거배치 변경 담당
금지명령 지원
• 상담 및 그외 자원제공에 대한
• 성행위감염증(STD) 검사
• 민간 대변인은 비밀 지원 및
안내 및 연결
• 응급 피임법
대변인 역할을 제공하며, 이는
•
교내 서비스/자원 검색 지원 (
유매스 앰허스트 경찰이 담당한
또한 병원 방문 시, 병원 직원이
회계과,
학적과, 장학담당과,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CWC에 전화하여 비밀 지원을
주차시설
등)
포함합니다. 민간 대변인은 CWC
요청해줄 것입니다.
•
학업
관련
요청사항 도움 (예:
사무실에서 근무
마감
연장,
교과목 변경, 교과목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가 의료보험
당신의 이름 그리고/또는 피의자
추가변경
또는
철회)
고지서에 기록될 것이 우려될 경우
이름은 경찰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CWC 대변인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존자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정식 보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될 경우 DOSO는 자체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기타 교내 비밀상담 서비스

심리 건강 상담 센터:
413-545-2337; 24시간 비상전화: 413-577-5000
• 긴급 정신질환 발생 시 연중무휴 출동 또는 상담 및 심사
• 개인, 부부, 또는 단체 단기간 심리치료

지역 내 비밀상담 서비스

세이프 패시지 가정폭력 프로그램: 1-888-345-5282
• 또래 상담; 경찰 및 법원과 원활한 소통 및 금지명령 허가받을 때 도움
• 금전적 지원; 피신처 마련
남서부 지방검사 사무실: 413-586-9225
• 범죄자 고발 신고 지원
• 매사추세츠 주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교직원 및 교수진, 계약직원들을
위한 기회균등 및 다양성 존중
사무소 Equal Opportunity
and Diversity (EOD)
413-545-3464
기회균등 및 다양성 존중 사무소는
대학교가 타이틀나인 법을
준수하는지 관할합니다. EOD는
다음에 대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 교직원 또는 계약직원이 성희롱을
목격 또는 경험하였을 경우
조치방안 모색
• 비공식적으로 피해자/피의자
양쪽과 협력하여 양자간 합의점
도달에 노력
• 성희롱 사건 정식 보고하기
사무소 직원은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부총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정식으로 보고

이 프로젝트는 미국 법무부의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사무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번호
2013-WA-AX-0008). 저자의
글은 본인의 견해를 반영하며 미
법무부의 공식 입장 또는 정책을
대변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타이틀 나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www.umass.edu/title_IX
유매스 타이틀나인 팀

UMass Title IX Team

월 - 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24시간 연중무휴 표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

각 사무소는 각종 보고의 비밀을 유지하나 보장하지는 않는다
유매스 타이틀나인 담당관: 데보라 페레라 소장, 기회균등 및 다양성 존중
사무소 (EO&D): 413-545-3464; eod@admin.umass.edu
• 켈리 버게스 부소장, 타이틀나인 부담당관
운동부: www.umassathletics.com
• 제프 스미스, 스포츠 의약품 부장
413-545-2866; jbsmith@admin.umass.edu
학생활동 및 사회관여: www.umass.edu/studentlife/involved
• 마이클 와이즈만, 여학생클럽 및 남학생클럽 디렉터
413-545-3600; michaeldwiseman@umass.edu
학생처: www.umass.edu/dean_students
• 패트리샤 카도소, 학생 행동 수칙 및 규율 담당관 및 타이틀나인 부담당관;
413-545-2684; pcardoso@stuaf.umass.edu
유학생 담당: www.umass.edu/ipo
• 칼펜 트레베디, 교환학생 프로그램 디렉터
413-545-5181; ktrivedi@ipo.umass.edu
기숙사 및 학생주택: www.housing.umass.edu
• 진 맥키미, 거주교육 디렉터
jamackimmie@umass.edu; 413-545-6923
• 윌리엄 엘럼, 공동체 표준을 위한 거주교육 사무소 소장
413-545-1964; welum@umass.edu

비밀보장 사무소
상담 및 심리상담센터: www.umass.edu/counseling
• 제시 본드, 정신의학 사회복지사; 413-545-2337; jsbond@uhs.umass.edu
여성 및 커뮤니티 센터: www.umass.edu/ewc
• 베키 락우드, 상담 및 강간문제 관련 사무소 소장
413-545-0800 (24/7); rlockwood@umass.edu
대학 보건소 (UHS): www.umass.edu/uhs
• 조지 코리 박사 (소장); 413-577-5000 (연중무휴); gcorey@uhs.umass.edu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경찰서(UMPD): www.umass.edu/umpd
• 브라이언 헤놀트 경찰서장
정규 전화번호: 413-545-2121; brianh@admin.umass.edu

누구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이성애
자, 동성애자, 혹은 성정체성에 관해 혼란을 겪는 자

타이틀 나인(제9조)이란?

타이틀 나인은 유매스 캠퍼스 공동체 일원들을 교육 및 고용에 관한 성차별 및 성폭력으
로부터 보호해주는 연방법입니다. 성적 표현에 관한 차별을 포함한 성차별은 어떠한 매
사추세츠 주립대학 관련 행사에서도 금합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자유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캠
퍼스 공동체의 일원이 성관련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이틀나인 담당관 그리고/또는
타이틀나인 팀에 그들의 경험을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이틀나인의 ‘책임있는 피고용인’이란?

대학 교직원은 ‘책임있는 피고용인’으로 타이틀나인의 법에 따라 유매스 대학생과 연계
된 성폭력, 성희롱, 관계폭력, 스토킹 또는 그 외의 어떠한 폭력 또는 희롱 사건을 즉각
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이틀나인의 책임있는 피고용인은 누구인가요?

교직원, 코치, 지도교수를 포함한 대학의 피고용인 대부분은 타이틀나인 위반 상황을 보
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집행관, 허가받은 임상의, 강간문제 및 가정폭력에 관한 공인
상담사, 성직자는 제외됩니다.

개인적인 성폭력 경험을 수업시간 또는 논문에서 이야기하거나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업시간에 토론이나 과제를 통해 폭력의 경험을 공유했는데 이 폭력상황이 유매스 대
학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할 경우, 교수진 또는 조교는 이에 대해 학생처에 보
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처장 또는 타이틀나인 담당관이 저의 보고를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학생처장 또는 타이틀나인 담당관이 지원 방법 또는 책임 문제에 대한 조치방법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CWC (24시간 연중무휴)로 전화주세요
@ 413-545-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