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side Domestic Violence Program

24-hour crisis line
1-425-746-1940 or 1-800-827-8840

가정 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 폭력 학대 어디로 친밀한 관계를 하나의 파트너가 컨트롤이 커지고 패턴
강제, 협박이나 폭력의 위협을 통해 다른. 가정 폭력은 아무 경계하고있다.
그것은, 모든 연령, 남녀 모두,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모든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
남용에 대한 이해
가정 폭력 전력 및 제어 및 학대의 여러 유형을 포함에 대해서입니다. 그것보다
그냥 타박상과 골절은 종종 신체적 학대와 연결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
성적 혹은 심리적 정서적, 및 금융 학대를 포함할 수있습니다.
긴급
만약 당신이 걱정하는 당신의 안전 외침 911.
당신의 생명이 위험 및 배차에게 필요한 즉시 도움이됩니다.
만약 당신이 전화로 911에 나가면 전화를받을 수없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방법
자신을 내보내도록되어 안전한 장소 또는 공공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당신을 볼
수있는 좀 어떻게해야 우선.
도움말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사람 학대하는 경우 관계에 도움을 필요로 또는 가정
폭력에 대해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밀 도움을 하루 24 시간 425-7461940에서 우리의 위기를 호출하여 라인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안전 계획을 준비 호출자 돕기 위해, 가정 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답변을
추천을 제공하고, 우리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준비가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에 선 두 일반 전화 또는 텔레 타이프 장치 (TTY)로 전화로 호출할
수있습니다. 그것은 청각 장애가 월요일 - 금요일 8:00의 시간을 사이에 오후
5:00 분 연설과 함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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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가정 폭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종, 연령, 성적 취향, 종교, 성별에 발생할
수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모든 사회 경제적 배경과 교육 수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폭력은 모두 맞은편에 발생 섹스와 동성 관계와 결혼하는
친밀한 파트너, 함께 살고, 또는 데이트로 발생할 수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억하고 악용되고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됩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도움말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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