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S

의 사명:

나 자신에 대한 기분이 훨씬 좋다.”
— 30세대의 여성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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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chester/LAX:
8616 La Tijera Blvd., Ste. 200
Los Angeles, CA 90045
전화 번호: (310) 337-1550
팩스 번호: (310) 33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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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칸토니스, 타이완 및 만다린 (북경 관화))
• 일본어
• 크메르어
• 한국어
• 스페니쉬
• 타갈로그어
• 타이
• 월남어
특정 언어로 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면, 전화하실 때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해당 이중 언어를 구사하
는 직원이 귀하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Sepulveda Blvd.

“카운슬링을 받은 후부터, 나의 인생이 변
화됐다.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웠
다. 나의 아이들에 대한 인내심이 더욱 많
아 졌으며, 이제는 아이들을 훈계하기위해
때리지 않는다. 나의 생활을 체계화하고 미
리 계획하는 방법을 배운이래로 마음도 차
분해졌다. 체중을 79 파운드를 줄였으며,

본사 사무실 —

.

45 종류 이상의 개별 인종 그룹이 28 가지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API 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API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안 인디안, 방글라데쉬, 캄보디안, 중국인,
필리핀인, 괌인, 흐몽족, 인도네시안, 일본인,
한국인, 라오스인, 말레이시아인, 내셔널
하와이언, 파키스타니, 사모안, 스리랑카인, 타이,
통간, 그리고 월남인.

에서는 안전과 친절, 그리고 비밀을 보장하
는 방식으로 품질 높은 정신 건강 및 복지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직원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
으며 공인된 임상의의 감독을 받습니다. 저희는 모
든 인종을 위해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언어적으로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따라, 저희는 다음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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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뢰인의 60%가 아시안 태평양 섬 주민계
(API) 이며, 나머지 40%는 라티노, 아프리칸
아메리칸 및 백인종입니다. 저희의 많은
의뢰인들은 피난민 또는 이민자들로써 이 나라에
오기위해 극심한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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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아시안 카운슬링 서비스는 카운슬링과
보호를 통해 아동과 가족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아시안 태평양섬
주민계 (Asian Pacific Islander 이하 API)
인구에 대해 문화적 언어적으로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CS는 501(c)( 3) 비영리
기관입니다.

전문적, 비밀 보장 및 특정 분
야 서비스

PACS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6:00 입니
다. 기타 시간은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La

a

r
ije

.

vd

Bl

T

태평양 아시안 카운슬링 서비스

PACS

105 Century Fwy

롱비치 사무실

Long Beach Office:
3530 Atlantic Ave., Ste. 210
Long Beach, CA 90807
전화 번호: (562) 424-1886
전화 번호: (562) 424-2296
San Fernando Valley Office:
6851 Lennox Ave., Ste. 400
Van Nuys, CA 91405
전화 번호: (818) 989-9214
전화 번호: (818) 989-9217

웹사이트: www.pacsla.org
이메일: info@pacsla.org
요금: 슬라이딩 스케일 (수입 또는 소득에 비례
하여) 요금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서를 위한 번역과 프린트 비용을 후원해주신

Kaiser Permanente
Community Relations Program의
아낌없는 성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981년 이래 모든 인종이 의미있고,
독립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함.

S
저희의 로고는“사람”을 뜻하는 표의문자(ideogram)
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PACS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도록 돕는 많은 지원자들을 대표합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카운슬링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돕기위해 개인,
커플, 가족 및 그룹 카운슬링을 제공합니다:
• 우울증 및 불안증 등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
• 정신과 상담 및 상담이 진행중인 의뢰인을 위
한 약품 지원.
• 교실에서 방해성 품행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등과 같이 학교에 관련된
염려사항
•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약물 남용과 정신 건강
문제
• 충격으로부터 회복
• 큰 슬픔 및 사별 문제
• 분노 관리 그룹
• 대인관계 대화 향상
• 가족내의 문화 및 세대차이 연결
• 이해 상충 해결
• 이혼, 실직 및 전근 등에 의한 상황적 스트레
스에 적응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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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일개 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이 자녀
의 학교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

• 병원/의료소 — 저렴한 의료비 및 감당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자료에 대해 의뢰 및 정보를
제공.
• 건강 가족 및 건강 아동 (Healthy Families
and Healthy Kids) 과 같은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
• 직업 교육 서비스 — 직장을 찾는 준비를 도움.
• 이민 및 법률 서비스에 연결.
• 일개 국어를 사용하는 의뢰인들에게 번역 서비
스 및 통역을 제공.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근무시간 후 응답
근무시간 후, 위급한 상황에 처한 PACS 의뢰인을
위해 전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화 서비스는 즉각적인
현장 서비스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PACIFIC ASIAN COUNSELING SERVICES

태평양 아시안 카운슬링 서비스
향상하고, 읽기 및 수학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
록 숙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활 능력은 새로
운 경험과 후원자 관계를 통해 개발됩니다. 학
생들은 점진적으로 개인 목표를 세움으로써 성공
에 도달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Y.E.S. 는 학교 생
활을 유지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줄이며, 마약
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
과로 여깁니다. 학생들에게 대학교에 진학할 것
을 격려하며 전문직/직업의 범위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장려합니다. Y.E.S. 프로그램은 롱비치
(Long Beach) 사무실과 사우스 센트럴 로스엔
젤레스 (South Central Los Angeles) 의 푸에
블로 델 리오 하우징(Pueblo del Housing)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 의뢰 및 옹호
PACS 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와 자원
에 대해 의뢰해드립니다. 본 단체는 모든 소수
민족을 위해 옹호하는 것에 전념을 하고 있으며,
API 인구에게 필요한 점을 옹호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나는 PACS 가 대단히 좋습니다.
길에서 놀지 않도록 해주며 학교 공부
를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
이 아주 좋습니다.”
— 초등학교 동

케이스 관리
의뢰인들에게 개별화된 케이스 관리 서비스로 다
음과 같이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접촉할 수 있도
록 제공합니다:
•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SSI 혜택을 얻기 위해 등
록 하거나 자격을 얻기 원하는 의뢰인과 그들
의 가족을 도움.

Trim Size: 8.5” x 14”
Finished Size: 3.5” x 8.5”
4/4 bleed (CMYK)
8-page parallel fold

성공을 위한 청소년 우수 장
려 [Youths Excelling for Success
(Y.E.S.)] 프로그램
무료 활동을 통해 학교를 중퇴하거나 갱 활동에 위
험성이 있으면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5세에
서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워크
셥, 스포츠 및 예술 공예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이뤄집니다. 지원 그룹은 인간 관계 구축, 효과적
인 대화 능력, 분쟁 해결 및 분노 관리에 촛점을 두
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학업 성적을 유지,

사명 선언문:
태평양 아시안 카운슬링 서비스 (Pacific
Asian Counseling Services ) 는 카운
슬링과 보호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의
삶이 풍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아시안 태평양섬 주민계 (Asian Pacific
Islander) 이민인구에 대한 전문적이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특정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pacsla.org

다년 동안, PACS 는 아래의 단
체로 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Allstate Foundation
American Honda
Asian Pacific Community Fund
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
California Consumer Protection Foundation
The California Endowment
The Capital Group Companies
Chapman & Associates Foundation
City of Los Angeles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Dwight Stuart Youth Foundation
Entertainment Industry Foundation
The Gas Company
Josephine S. Gumbiner Foundation
Richard Heath & Associates
Jinwoo Communications Group
Kaiser Permanente Foundation
Kaiser Permanente —
Community Relations Program
Supervisor Don Knabe, 4th District
LA Care Health Plan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robation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Los Angeles Times Family Fund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Mervyn’s Child Spree Program
Northrop Grumman Corp.
Public Relations Society of America,
Los Angeles Area Chapter
Raytheon Asian Pacific Association
Raytheon Company
Santa Anita Park
Sidney Stern Memorial Trust
Paul Shishima
Southern California Edison
Sonnenschein Nath & Rosenthal LLP
Torrance Jaycees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Verizon Wireless HopeLine Program
Washington Mutual Bank
Weingart Foundation
Wells Fargo Foundation
Westchester Ro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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