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존중하기 Montgomery 
#respectyourselfie2018 

무료무료무료무료 컴컴컴컴퍼런스퍼런스퍼런스퍼런스: 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 십십십십 대의대의대의대의 데이트데이트데이트데이트 PSA 비디오비디오비디오비디오 경연대회경연대회경연대회경연대회 

 

2018년 4월 15일(일)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12:00pm - 1:00pm 레드카펫& 자료/리소스 페어 

1:00pm - 4:00pm 컴퍼런스 

*등록한등록한등록한등록한 첫첫첫첫 100명명명명 학생은학생은학생은학생은 CAVA 기프트기프트기프트기프트 카드를카드를카드를카드를 

받습니다받습니다받습니다받습니다! 

(상을상을상을상을 수여받기수여받기수여받기수여받기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꼭꼭꼭꼭 참석해야참석해야참석해야참석해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무료무료무료무료 음식과음식과음식과음식과 추첨과추첨과추첨과추첨과 상품상품상품상품 

∗ 학생, 학부모,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건전한 관계와 건전하지 않은 관계가 무엇인지 

배워갑시다. 

∗ 친구를 돕는 팁을 얻읍시다. 

 

데이트 폭력 예방과 도움 청하기에 관한 60초 간의 

비디오를 만들어 봅시다.  

마감일: 2018년 3월 16일(금) 
 

1등상등상등상등상: $1,000 

          2등상등상등상등상: $750 

                 3등상등상등상등상: $500 

 

우승자를우승자를우승자를우승자를 Healthy Teen Dating  

Conference에서에서에서에서 발표합니다발표합니다발표합니다발표합니다.  

컴퍼런스에의 등록과 PSA 경연대회에의 등록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countymd.gov/fjc/chooserespect.html 

질문이 있으십니까? Smita씨에게 이메일합시다: smita.varia@montgomerycountymd.gov 

후원후원후원후원: 

@chooserespectmontgomery 

@choose_respect  

Choose Respect Montgomery 

Choose_Respect 



십대의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성적,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 또는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보이는 통제 또는 지배하려는 행동의 형태입니다. 

◊ loveisrespect.org 

◊◊ breakthecycle.org 

학대를학대를학대를학대를 받고받고받고받고 있을있을있을있을 경우의경우의경우의경우의 위험신호위험신호위험신호위험신호:◊ 

* 파트너가 이름을 막 부르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파트너를 낮추거나 막 대한다.  

*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파트너가 심하게 질투를 한다.  

*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핑계로 삼는다.  

* 진실되지 않게 들리는 이유나 즐겨하던 것을 단념하는 등 약속 직전에 약속을 자주 취소한다.  파트너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하고 확인하는 전화, 문자 등을 항상 보낸다. 

* 파트너가 화가 났거나 화를 내게 했을까봐 계속 걱정한다. 

* 현저하게 체중, 외모, 성적 등이 떨어지거나 변했다. 

* 설명할 수 없는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인 상해나 상처가 생긴다. 

가해자인가해자인가해자인가해자인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보이는보이는보이는보이는 위험신호위험신호위험신호위험신호 :◊◊ 

* 파트너의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허락 없이 확인한다. 

* 질투가 심하고 자신이 없거나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 파트너를 끊임없이 무시하거나 깎아내린다.  

* 욱하는 성격, 분노를 표출하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비난한다. 

* 가족과 친구로부터 파트너를 격리시킨다.  

* 폭력적이다.  

* 소유욕이나 독점욕이 강하다. 

* 섹스를 하자고 파트너에게 압력을 가한다. 

친구를친구를친구를친구를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도와주어야도와주어야도와주어야도와주어야 할까요할까요할까요할까요?◊◊ 

1) 대화를 시작합시다-"네 탓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너가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어. (You don’t deserve this.)" 

2) 협력적이며 도움을 제공합시다- “말해줘서 절망 고마워. (I am glad you told me.)” “무엇을 도와줄까? (What do you need?)”  

3)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둡시다. - “내가 여기 있어. (I am here for you.)” 

4) 도움을 구합시다.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자원자원자원자원/자료자료자료자료 

Montgomery County Family Justice 
Center: 240 773-0444  
600 Jefferson Plaza Suite 500 Rockville, MD 20852 주중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JCADA, Jewish Coalition Against Domestic 
Abuse:1-877-88-JCADA (52232) 주중 오전 9시 00분-오후 5시 

Rockville, MD 

*서비스는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시다. 

Montgomery County 위기관리위기관리위기관리위기관리 

센터센터센터센터(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 

240-777-4000 
1301 Piccard Drive, 1st Floor Rockville, Maryland 

20850 하루 24시간/ 주 7일 열려 있습니다. 

* 16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전국전국전국전국 데이트데이트데이트데이트 폭력폭력폭력폭력 핫라인핫라인핫라인핫라인  

1-866-331-9474 

문자: 22522로 문자 메시지, loveis 

온라인 채팅: loveisrespec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