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

1537 Alton St. Aurora, CO 80010
전화: (303) 923-2920

긴급상황 핫라인: (720) 394-7909 (24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30 – 오후 5:30 

www.apdc.org/victimassistance
이메일: victims@apdc.org

 

 

귀하의 뜻깊은 기부금은 APDC가 콜로라도의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를 건강하고 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드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APDC로 보내시는 기부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
하며 수표, 우편 또는 www.apdc.org에서 기부

가 가능합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인신 매매 및 그 외의 성 착취 반대에

목소리를 내십시오.

폭력적인 행동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피해자가 마음을 열고 얘기할 때에는 편견을 갖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피해자는 절대 바란 것이 아닙니다.

APDC의 봉사 활동, 기금 모금 및 교육 행사에 참석하십

시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이민 신분에 관
계없이 무료이며 기밀입니다.

 

피해자 지원 부서의 자원 봉사자는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며 그
들의 삶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 또는 인턴으로 일하고 싶으시면,
피해자 지원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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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후원
하기

 

당당히 맞서십시오
피해자 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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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C의 피해자 지원은 콜로라도 내에
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잘
드러나지 않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
는 지역 사회 기반 조직입니다.

 
APDC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행동 건
강 클리닉, 성인 교육,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의료형평성, 콜로라도 랭귀
지 커넥션(CLC) 및 피해자 지원 부서

 
 APDC는 언어, 종교 및 경제적 장벽으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전역의
다양한 그룹의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기� 보장 직접 피해자 서비스 / 사례관리

영상 또는 전화 지원 가능

지원 및 서비스 조정

통역 및 번역 

정신 건강 서비스 소개

법적 지원 소개

피해자 보상 지원 

피해자 권리에 관한 정보(VRA)

안전 계획 

법률 및 개인 변호 

자기 관리 계획 개발 

위기 개입

형사 사법 시스템의 교육 및 탐색

아니오. APDC의 피해자 지원 부서는 인종, 국적,

성 정체성, 종교 및 / 또는 이민 신분 및 / 또는 장

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범죄 피해자를 지원

합니다.

 

아니오. 경찰 보고서 제출 여부 또는 용의자 유

죄 판결 여부는 APDC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APDC의 피해자 지원 부서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범

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

습니다. 

성폭행, 가정 폭력, 납치, 인신 매매, 아동 학대,

뺑소니, 도난, 신분 도용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시아인
이어야 합니까?

경찰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까?

어떤 유형의 범죄 피해자를 지원
합니까?

서비스 비용은 얼마입니까?

연결

지원

지지

APDC의 피해자 지원 부서를 통한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피해자 지원이 추천하는 다른 서비스

에는 요청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 퍼시픽 인성개발원
(APDC: Asian Pacific

Development Center) 소개
 

우리의 목표

자주 묻는 질문(FAQ)

제공되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