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기

당신은

자원봉사

24시간 응급전화 응답하기
보호소 프로그램 돕기
¡¡ 통역 제공하기
¡¡
¡¡

기부

가족 후원하기
¡¡ 기부금 모금 파티 개최하기
¡¡ 재정적인 기부금 마련하기
¡¡

동업 기회
¡¡
¡¡

교육 제공하기
생존자의 지역 사회 자원 연결하기

응급전화: 1·800·339·3940
팩스: 1·323·653·7913
www.nurturingchange.org
커뮤니티 센터

1102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Fairfax 사무소,

혼자가 아닙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예약 필수

543 N. Fairfax Avenue #108
Los Angeles, CA 90036

Gardena 사무소,

예약 필수

14112 S. Kingsley Drive #13A
Gardena, CA 90249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nurturingchange.org 을 방문하세요
이메일 contact@cpaf.info
전화 1-800-339-3940

아태여성보호센터 (CPAF)의 임무는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과 그 결과에 대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 제공기관:

전화 1·800·339·3940
하루 24 시간

•Grant No2010-KS-AX-K003 awarded by th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U.S. Department of Justice.

CPAF 는 아시안 및 태평양 섬 출신 여성들과

• Californ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그 가족들의 특정한 문화와 언어적 요구에

이 책자의 내용은 CPAF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위의
자금제공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

맞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태여성보호센터 (CPAF)는 인종, 성별, 출신, 나이, 개인의
성적취향, 종교 혹은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urviving Domestic Violence & Sexual Assault – Korean

당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안전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당신에게 모욕을 주거나 소리를 지른다.
당신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는지 감시한다.
¡¡ 당신의 재산, 핸드폰 혹은 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 당신을 추방시키거나 당신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협박한다.
¡¡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당신의
가족, 애완동물 또는 자기자신을 해치겠다고
협박한다.
¡¡ 강제적으로 성교를 하게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학대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

CPAF 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태여성보호센터 (CPAF)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아시안 및 태평양 섬
출신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고자 1978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CPAF 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30 개의 아시안 및 태평양
섬의 언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의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CPAF 서비스

24기간 응급전화
응급 보호소
¡¡ 장기 보호소
¡¡ 상담
¡¡ 성폭행 대응 기관 (SART)
¡¡ 안전 계획 & 위기 관리
¡¡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 아동 및 청소년대책프로그램
¡¡

당신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진다.
¡¡ 원치 않는 당신의 성적이미지를 노출시킨다.
¡¡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오거나 스토킹한다.
¡¡ 당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적인 접촉을 한다.
¡¡ 술이나 마약에 취해있을때 당신의 동의없이
성교를 한다.
¡¡ 성폭행 또는 강간미수
당신은 성폭행, 성추행 혹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만약 당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 여분의 집열쇠, 자동차 열쇠, 돈 그리고
필수품들을 가방에 챙기십시오.
¡¡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계십시오:
¡¡ 운전면허증 또는 주신분증      	
¡¡ 여권
¡¡ 영주권	 	
¡¡ 소셜시큐리티카드
¡¡ 출생 증명서
¡¡ 결혼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가해자의 생년월일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고
계십시오.
¡¡ 경찰서, 소방서 또는 병원과 같이 24시간
언제나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알아두십시오.
¡¡ 자녀들에게 안전 대책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CPAF 의 긴급 전화번호를 외워두십시오.
¡¡

¡¡

CPAF 는 또한 지역사회교육과 폭력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CPAF 는 저에게 집처럼 편안한
곳입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제가

”

머물곳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전화 1·800·339·3940 · 하루 24 시간
전화는 익명과 비밀이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