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nt Martin 대학교성폭력 / 성희롱 대책
성폭력과 성희롱은 우리의 지역 사회 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적 폭력과 성희롱의 형태는
민사 및 형사 소송을 모두에 의해 처벌 범죄 행위와 대학의 기준 심각한 위반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강간, 성폭행, 성적 착취, 성적 배터리 및 성적 강제를
포함합니다. 그런 행동은 조사와 행동 캠퍼스에 관계없이 그것이 발생한 위치, 모든 보고서는
대학의 타이틀 IX 코디 네이터에 의해 검토됩니다. 당신이 성적인 폭력이나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것 같으경우, 정책 도움말 "당신이, 초조 강제 또는 악용, 성폭행, 강간했을경우 무엇을 할것"
아래의 섹션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금지된 행동 그리고 단어 뜻
a.

서로의 동의 (Effective Consent) – 이것은 참가하는 분들이 서로 이해 할수있고
자기가 하고 십다는 말과 행동으로 성 행위에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련
경우에는 절대 동의 할수 없습니다:
i. 미성년자가 법적인 성인에게 (미성년자 강간)
ii. 발달적으로 장애를 가진분
iii. 신체적으로 무능력 하게 된분 (의식이 없는분 그리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육체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포함되있습나다.

b.

강간 : 강간은 아무 성교 (구강 성교, 항문 성교 포함) 아무리 경미하고, 어떤
목표으로, 남자/여자 가 남자/여자에 의하여 동의가없는 강제적인 행동.

c.

성폭행: 성폭행은 동의가없는 어떤 성적인 접촉, 아무리 경미하고, 어떤 목표으로,
남자/여자 가 남자/여자에 의하여 한 행동입니다. (위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d.

성적 강제 변환: 성적 강제 변환은 이미 거절 사람과 성적 접촉을 가지고
압력이나 강제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e.

성적인 착취: 성적인 착취는 한사람이 동의없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성적을
유리하는것 그리고 이것에따라 성폭행, 강간, 성희롱이 아닌것. 예를 들어 성병
또는 HIV 를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주는것, 그리고 강간 및 성폭행을 위해 사람을
육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드는것입니다.

f.

성희롱-성희롱은 환영하지 않는 성적인 전진, 성적인 요구, 그리고 다른 말과
행동 또는 접촉이 다른사람에게 교육, 고용에, 작업을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것이고 이것때문에 위협적인, 적대적인, 그리고 모욕적인 교육 및 자업 환경을
만드는것.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i. 피해자 또는 범죄자는 여자 또는 남자일수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성(異姓)이
아닐수있습니다.
ii. 괴롭피는 사람이 피해자의 선생, 관리자, 다른 지역에 있는 관리자, 동료, 및
종업원이 아닌 사람일수도있습니다.
iii. 피해자는 성희롱에 교란된 사람이 아닐수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일수 있습니다.
iv. 불법 성희롱은 경제상해 없이 또는 피해자의 석방없이도 생길수있습니다.
v. 괴롭피는 사람의 품행이 환영하지않는것이이야한다.

원하지않는 행동을 하는사람에게 싫고 멈춰다라는 요구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Saint
Martin 대학에서는 피해자가 불평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성희롱 조사를 받을때는, Saint
Martin 대학에있는 모든기록을봅니다: 성적인 조사를 받을때에는 모든 상황과 진실을
발생한 사건에 따라 신중히 상황 및 추정된 사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2. 당신이 강간, 성적 폭행, 초조, 강제, 또는 성적 착취당했을 경우‐취해야 할 단계
a. 다른사람에게 알리세요. 당신이 믿을수있고 말할수있는 사람을 찾는게 중요합니다.
그순간, 아마 놀랄수이고, 혼란을 느낄수있으니, 다른사람의 도음 그리고 이해심많은
사람의 도움이 피료할것입니다. 혼자서 이모든 상황을 하지마세요. 캠퍼스안에서는 상담
및 웰빙 리소스 센터 (Counseling and Wellness Resource Center) 로 방문할수있습니다 – Old
Main 방 203 (360‐438‐4513/4371).
i. 위기 진료소 (The Crisis Clinic) 360-586-2800, (정보 또는 지역 사회
도음 소개)
ii. St. Peter 병원 (360-491-9480)
iii. SafePlace (강간 도움/ 여성 대피소) 360-754-6300
iv. 가정 폭력 핫라인 1-800- 562-6025

b. 당신은 경찰에 성폭력의 사건을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범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복용하지 않고 현지 경찰에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민사 또는 형사 요금 중 하나를 눌러 지역 경찰서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c. 72 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세요. 어떤 병원 응급실은 필요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 성병에
감염된 상태 / 감염 (STD /STI) 테스트 및 강간 키트). 지역에있는 , St. Peter’s 병원은
성폭력의 경우에 무료로 검사를 수행합니다. 한가지 기억할것은 당신이 샤워, 식사, 음료,
또는 담배 피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d.범죄 행위를 구성 않을 경우에도 행동은 대학 정책의 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캠퍼스에
성폭력이나 성희롱 행위있을 것이라고 믿고있는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할수있는 옵션이 몇가지있습니다. 보고할경우에는 학생들의 딘 (Dean of Students‐ 360‐
438‐4367), 주택 및 기숙사 생활 관리자 (Director of Housing and Residence Life‐ 360‐486‐
8856), 공공 안전 사무실 관리자 (Office of Public Safety‐ 360‐486‐8876) 또는 대학의 타이틀 IX
코디 네이터 (360‐486‐8131) 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정상 업무 시간 후 지원 공공 안전
사무실 (360‐438‐4555) 또는 당직 주택 직원 (360‐507‐2511/2512)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 집행 기관에 사건을보고를 선택할 경우 대학 담당자 가 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
e. 신속한 보고가 바람적이지만. 주장 범인이 대학에서 학생 또는 직원 계속되는 등 사건은
한 조사할수있습니다.
f. 상황에따라서, 당신이 보고하는 결과로서 대학이: 임시 또는 영구적인 명령 연락처, 수업
및 기타 학교 활동 사이에서 안번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호위를 제공, 같이
참석 하는 수업에서 주장 가해자의 제거, 다른 기숙사로 이동, 상담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학업 지원 서비스, 기리고/또한 페널티없시 다시 수업을 받게 할수있습니다.
3. 불만 사항의 대학 조사 및 해결
a. 보고를 받을경우, 대학은 조사를 시작할것이며, 정당한 경우에는, 행동 강령 (다른 학생와
관련된 경우) 또는 대학 불만 절차 (직원이나 교수와 관련된 경우)을 유지 하서 징계 절차를
시작합니다. 불만에 관계없이 종류의 조정에 대한 양식은 성폭력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30 일 이내에 완료하고 사례는 보고서에서 60
일이내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이 프로세스를 확장할수있는 권리가있습니다.
b. 당신이 비밀을 요청하거나 불만이 추구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대학은 조사하고
요청과 일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학은 보복을
금지하고 대학 관계자는 보복을 방지할것이며 발생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응답 조치를 취할

조치를 전용합니다. 당신의 이름 또는 기타 식별 정보가 의심 범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한다면, 대학의 답변능력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을 계속하면,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비 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의 컨텍스트에서 해당 요청을 평가합니다. 대학은 여러 가지 요인과 실천에 따라서
비밀 보장에 대한 요청을 보장할 수없는 경우에 통보합니다.
c. 당신은 비밀 유지에 대한 주장 때문에 대학이 주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없는 경우에도, 그것은 주장 위법 행위의 영향을 제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모든 단계를 추구합니다.
d. 대학은 더 이상 협박, 희롱, 외상, 또는 보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용할 모든 권리를 받으면 될, 보고서 및 명세서를
검토 영향을 진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그 결과를 호소하기 위해 사건의 결과 통보하는
증거 및 증인을 제시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비난 피고가 어떤 매력 통지하고, 어떤 매력의
결과 통지합니다. 대학은 학생 행동위원회, 행정 청각, 또는 대학 불만 기관을 통해 여부,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거 표준 (“안보다 가능성이 높습”)의 둘째 치더를 활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