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리소스를 

찾고 있습니다  
 

COVID-19 기간 동안 보호소가 여전히 개방되어 

있습니까? 
예, 특별구 내 보호소는 COVID-19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됩니다. 복지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까?   
●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인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 즉시 음식이나 보호소를 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202) 399-

7093번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DC 보호소 핫라인(DC Shelter 

Hotline)에 전화하십시오. 이 핫라인은 United Planning Organization이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소를 찾는 방법 및 극한의 날씨에 난방 센터나 

냉방 센터까지 무료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미성년자(만 11~18세)는 (202) 547-7777번으로 Safe Place 핫라인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연중무휴 24시간 Sasha Bruce 

Youthwork 조직이 운영합니다. 

● 또한 311에 전화하여 시 서비스 및 비상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숙박할 곳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거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보호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상 보호소를 찾는 개인은 남성 또는 여성 전용 보호소 목록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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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6~24세 사이의 청년들은 DC 정부의 리소스 페이지에서 LGBTQ+ 

개인을 지원하는 장소는 물론 임산부/젊은 엄마를 지원하는 장소 등 

여러 곳의 보호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보호소를 찾고 있는 만 11~17세의 청소년은 (202) 547-7777 번으로 

Safe Place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Sasha Bruce House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보호소를 찾고 있는 가족은 Virginia Williams Family Center를 

방문하거나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DC 보호소 핫라인(DC Shelter 

Hotline)에 (202) 399-70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한의 날씨에서 열기를 식히거나 몸을 데울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상 악화로부터 대피할 장소를 찾고 있는 개인은 (202) 399-

7093번으로 DC 보호소 핫라인(DC Shelter Hotline)에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에는 냉방 센터 또는 난방 센터까지 

무료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 센터는 종종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립 학교 또는 교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연중무휴 24시간 (202) 399-7093번으로 DC 보호소 핫라인(DC Shelter 

Hotline)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DC 정부와 계약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리소스만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2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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