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양식을 잘라서 보내주십시오:
Asian Americans for Community Involvement
Asian Women’s Home
Gordon N. Chan Community Services Center
2400 Moorpark Avenue, Suite 300
San Jose, CA 95128
세금공제되는 기부 금액을 동봉합니다:
$1000

 $500

$250

$50

 $25

Other: ______________

 $100

VISA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폭력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합니까?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걸 두려워하도록 합니까?


아시아 여성의 집

당신의 성적 취향을 누설하겠다고 협박합니까?


당신의 개인 보유 재산을 훼손합니까?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신용카드로 지불
Check

학대 받는 관계 진단

Master card

당신을 추방하겠다고 협박합니까?


AACI 가정 폭력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제권을 모두 통제하려 합니까?


아래 주소로 추가 안내문을 보내주세요.

당신을 밀거나, 발로 차거나 , 손찌검 또는 구타합니까?

AACI 아시아 여성의 집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를 다치게 하겠다고 위협합니까?




당신이 복용중인 약을 뺏겠다고 합니까?

이름



상세 주소
도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강요합니까?
주

전화-직장/ 집

우편번호

핸드폰



피임 없는 성관계를 강요합니까?


폭력의 원인을 술과 약물에 핑계댑니까?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을 비판하고 모욕합니까?
만료일자

서명



폭력후 용서를구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까?

어느 누구도 학대 받아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기부금을 매치해 줄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가정 폭력 상담소와 보호소

회사 이름

담당자

연락처

체크 수신인을 “AACI Asian Women’s Home” 로 해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24시간 핫라인:

(408) 975-2739

커뮤니티 오피스: (408) 975-2730
dv.aaci.org
Korean

가정 폭력

AACI 아시아 여성의 집

모든 제공되는 지원은

가정 폭력이란 결혼한 부부지간 또는 친밀한 관계

AACI의 가정 폭력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사회내



무료이며 비밀 보장이 됩니다.

에 있는 파트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또

에 보호와 지원에 취약한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위



영어와 아시아권 언어로 제공됩니다.

는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 1986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쉘터 거주자와 쉘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모

폭력 행위는 성폭력, 협박, 강제, 언어 폭력, 신체

AACI는 미국의 아시안 지역사회내의 가정폭력 생

적 학대, 감정적 학대, 또는 재산의 파손 행위 등

존자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들이 언

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적, 문화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의 지원을 우선으
로하며, 다른 단체들과 협력지원의 역할을 합니다.

혹시 가정 폭력을 겪고 계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4시간 핫라인으로 전화주세요.
(408) 975-2739


미국에서의 가정 폭력은 15살부터 44살 연령
의 여성들이 입는 상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정 폭력은 문화, 인종, 종교, 연령, 교육 수
준, 수입 여하에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ACCI는 인종, 성별, 성적 성향, 경제수준이나 신분
상황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서

만일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AACI 아시아 여성의 집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24시간 긴급보호소



동료 상담: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개
인 또는그룹 상담



접근 금지 명령, 가족법, 이민법 등의 지원



전문가와 커뮤니티 그룹을 위한 가정 폭력에
관한 교육과 훈련

ACCI 협력 지원



필요한 정보 안내

산호세 가정사법센터 (FJC)에서는 가정폭력 생존



자세한 내용은 dv.aaci.org를 참고 바랍니다

문, 접근금지명령, 경찰조서, 변호외의 여러 사회복

가정 폭력은 미국에 갓 온 이민자나 미국 시

지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민권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AACI East San Jose Office, 749 Story Road, Suite 50, San
Jose, CA 95122 매주 목요일 오전 9시-2시, 오후 1시-5시

상대, 미혼자, 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

세이프 쳇 실리콘 밸리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가

어날 수 있습니다.

정폭력 생존자들에게 1:1 실시간 온라인 채팅서비

없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24시간 핫라인

구직, 하우징, 소셜 서비스 변호

은 빈도로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학대받지 않고, 폭력의 두려움





자들에게 지방검사, 가족/이민법 검사의 법률 자

가정 폭력은 불법입니다.

지원 서비스

비스를 지원합니다.

가정 폭력은 이성애자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

가정 폭력은 기혼자, 동거하는 파트너, 데이트

두에게 가능합니다.

스를 제공하는 협력 프로젝트 입니다.

여러분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하면
가정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돕기: 가정폭력 피해 알리기
더 알기: 커뮤니티에 전문인을 초청해서 배우기

www.safechatsv.org 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

자원 봉사: 봉사 또는 재능과 기술 기부하기

실 수 있습니다.

기부: 아시안 여성의집에 현금이나 물품 기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