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IX Reporting and Resources: Sexual Discrimination and Sexual Misconduct
타이틀 Reporting 및 자원:성별의 차이와 성적 행위
IUP 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생활을 학습하고 작업 환경에서의 기초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여 성별,성적
행위입니다. IUP 성적 차별/부정 행위의 정책을 제공합 정의하고 보고 및 불만해결 절차를합니다. www.iup.edu/socialequity/policies/titleix/
성별의 차이와 성추행을 포함한다:

Your Title IX Coordinator:
Elise Glenn
Social Equity/Title IX Office
B-17 Delaney Hall
724-357-3402
title-ix@iup.edu

•성희롱
•Non-합의 성 연락처
•Non-합의 성교
•성적 착취
•보복
Expectations

기대

모든 회원의 IUP 커뮤니티을 준수해야 연방,주 및 로컬 법률 및 규제 관련하여 차별적이고 성적인 행위입니다. 이 포함한 대학의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권리입니다.
보복하는 개인에 대해 보고 그러한 행동에 참여 조사 과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하고 해결 될 것입를 통해 적절한 대학 프로세스입니다.
Reporting Obligations

보고 의무

모든 IUP 직원,계약업체,공급업체 및 자원 봉사자 지정으로"책임있는 직원이"그러면 즉시 보고하고 실제 또는 의심되는 성별의 차이 또는
성적 행위의 제목 IX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는 모든 의무가 있을 보고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지정되어 있으로 갖는 권한이나로
간주되는 기밀 직원(상담원,학,목회상담,의료,피해자를 옹호). 그는 권한으로 기밀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는 자연,날짜,시간,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치의 주장의 성폭력입니다.
Next Steps

다음 단계

가 있을 때의 보고서는 차별적 또는 성적 행위,대학니다:
•부정 행위입니다.
•을 제공법 및 기타 지원합니다.
•수행 프롬프트를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합니다.
•고 단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부정 행위입니다.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정보
For emergency help, call 911 or go to your nearest Emergency Room.
비상 도,call911 또는 가까운 응급실습니다.
•
•
•
•
•
•
•
•

Crisis Intervention 24/7 Hotline: 1-877-333-2470
Alice Paul House 24/7 Hotline: 724-349-4444
IUP Police: 724-357-2141
IUP Health Service: 724-357-2550
IUP Counseling Center: 724-357-2621
IUP Haven Project: 724-357-3947
IUP Title IX Office: 724-357-3402
IUP Student Conduct: 724-357-1264

Requesting Accommodations

Immediate Medical Attention
즉시 의사의 주의
는지 확인 사람은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 및 call911 니다. 모두 보존 물리적
증거입니다. 프롬프트를 보고는
중요한 의 성폭력이나 성폭행합니다.
전화학교에서 경찰 724-357-2141 니다.
그들이 도움이 될 것입에 보고하고
추천하는 적절한다.

를 요청하는 숙박 시설

사람을 요청할 수 있습 숙박 시설의 경우 그들의 안전 또는 잘 되는 것은 위험에
연락하여 타이틀 코디네이터 또는 이 IUP 지 프로젝트입니다. 예로는 변화하는 학문 일정 또는 on-campus housing 할당,사용하의 IUP 의
호위 시스템,조정 및 작동하는 과제입니다. www.iup.edu/hav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