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가정 사법 센터
가정 폭력 및 젠더 폭력의 피해자에게
무료 및 기밀로 도움을 드립니다. 

•				거주하는 자치구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New York City Family Justice Center)에 방문하셔서 가정 폭력 및 
젠더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무료 기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하여 즉각적인 보호 계획, 보호소 지원과 다른 지원 및 리소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NYC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
1-800-621-4673 (HOPE) 

•				NYC HOPE 리소스 디렉터리  www.nyc.gov/NYCHOPE에서 검색을 통해 
뉴욕시 내 관련 정보와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NYC 가정 사법 센터 지원 서비스:

•	 귀하의 안전을 위한 보호 계획

•	 귀하 및 귀하 자녀의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	 예산 편성, 신용 회복,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수업을 돕는 워크숍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 NYPD, NYC Sheriff’s Office, District 
Attorney’s Office 등 전문 법률 집행 
기관과의 만남 

•	 보호소, 주택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신청

•	 공공 혜택 및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술 지원을 
포함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정보

•	 보호 명령, 양육, 방문, 양육비, 이혼, 주택 및 
이민 등에 대한 법률 상담 
** 법적 대변은 보장되지 않음

•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보육

NYC	시장 직속 가정/젠더 폭력 근절 대책위(ENDGDV)에서는 가정 폭력과 젠더 폭력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과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포용 활동을 실시하고 여러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ENDGBV는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와 주요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 민/형사 법률 보조/자문 등을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nyc.gov/ENDGB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센터는 현재 전화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이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는 가정 내 폭력 및 젠더 폭력의 생존자와 그 자녀를 케이스 
관리, 경제권, 상담, 민/형사 법률 보조를 제공하는 기관과 연결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는 
현재 전화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Manhattan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
(212) 602-2800

Brooklyn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
(718) 250-5113

Queens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
(718) 575-4545

Bronx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
(718) 508-1220

Staten Island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
(718) 697-4300

    나이 이민 상태 성적 취향 소득 사용 언어 성 정체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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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면 911로 신고하세요.
통화할 수 없다면 911로 문자를 보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nyc.gov/text911

240개 이상의 언어로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