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명

KYCC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은 미주 로스앤젤레스 내의 한국계 
미국인들과 그 외의 다양한 인종의 한인타운 거주자들의 요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KYCC 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최근 이민 온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권한 증진을 목표로 제공되고 있 
습니다.

사무소
행정부서 
3727 West 6th Street, Suite 30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65-7400 
Fax: (213) 927-0017 

임상 심리 상담 서비스
3727 West 6th Street, Suite 411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65-7400 
Fax: (213) 201-3993 

지역 경제 개발 서비스 (CED)

3727 West 6th Street, Suite 30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65-7400  
Fax: (213) 927-0017 

환경 서비스
1319 West Pico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743-8750 
Fax: (213) 743-8755

키즈 타운
1140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Tel: (323) 297-0038 
Fax: (323) 297-0042 

멘로 (MENLO) 가족 센터
1230 South Menlo Avenu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65-7400 
Fax: (213) 201-1812 

예방 교육
680 South Wilton Plac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65-7400 
Fax: (213) 383-1280  

윌튼 (WILTON) 센터 
680 South Wilton Plac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65-7400 
Fax: (213) 383-1280

kyccla.org /KYCCLA /KYCCLA

서비스 관련 고객 안내



임상 심리 상담 서비스
kyccla.org/clinical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 가정에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임
상 심리 상담 서비스로는 약물 처방 및 관
리, 개인 및 가족 사례 관리, 아동 학대 예
방 및 중재, 부모 교육 서비스 등이 제공됩
니다. 상담원에게 문의하세요. (영어, 한국
어, 스페인어 사용 가능.)
문의처 
(213) 365-7400 

지역 경제 개발 서비스 
kyccla.org/ced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 공공 요금 

가정의 소비자 권리를 이해하도록 도와 드
리고, 휴대전화, 전기 (남가주 에디슨), 가
스, 및 인터넷 공급자와의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청구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의처
Frank Lee, flee@kyccla.org  
(213) 365-7400 Ext. 5121

무료 세금 보고서 준비 

자원봉사자들의 소득세 보고서 지원 프
로그램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에서는 연 수입 $50,000 이하의 가
정에 무료로 세금 보고서 준비를 도와 드
립니다. IRS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자원 봉사자들이 1월 말부터 4월
까지 소득 신고를 도와 드립니다. 
문의처 
freetaxes@kyccla.org  
(323) 909-1975 

금융 지도 

가정의 현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 문
제 해결을 도와드리며, 재정 목표 확립 및 
달성을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처 
Sharon Paik, spaik@kyccla.org 
(213) 365-7400 Ext. 5238

맞춤식 저축 프로그램

가정의 세금 환불금과 넉넉한 맞춤식 혜택
을 제공하는 저축 예금 계좌를 연결시켜, 
가정의 비상시 자금 및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처 
Frank Lee, flee@kyccla.org  
(213) 365-7400 Ext. 5121

소규모 비지니스 상담

소규모 비지니스를 계획, 창업, 혹은 운영 
하시는데에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
니다. 
문의처 

Rick Kim, rkim@kyccla.org 
(213) 365-7400 Ext. 5228

저소득 납세자 상담

KYCC 의 저소득 납세자 상담 클리닉 
(Low Income Taxpayer Clinic, LITC)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저
소득 납세자분들을 대상으로 세금 보고
의 귄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50,000 이하의 세금 부채를 지닌 저소득 
납세자분들에게 무료로 세금 관련 법률자
문 서비스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litc@kyccla.org 
(213) 232-2700  

환경 서비스 
kyccla.org/es 

지역 자원 봉사 활동 

한인타운 내 환경미화를 위하여 KYCC와 
기업 파트너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들이 
함께합니다. 서너시간 동안 진행되는 자원

봉사 활동에는 나무 심기, 낙서 제거, 지역
사회 청소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Ryan Allen, rallen@kyccla.org  
(213) 743-8750 

무료 주거지  나무 제공

2007년부터 KYCC는 10,000개가 넘는 가
로수를 심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거
주민들의 가정에 최대 7 그루의 나무를 무
료로 제공합니다. 
문의처 
Jerry Velasquez, jvelasquez@kyccla.org 
(213) 743-8750

무료 가로수 제공

한인 타운 및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 
전반에 걸쳐 가로수를 무료로 심어 드립니
다. 거주자들은 새로 심어진 나무에 물을 
주고 가꿔 나가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의처 
Jerry Velasquez, jvelasquez@kyccla.org 
(213) 743-8750

그래피티낙서 제거

KYCC에서는 매일 한인타운 내 그래피티 낙
서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스 엔젤레
스 시 상담 전화 (311) 혹은 이메일 cleanup@
kyccla.org 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문의처 
Isaias Beles, ibeles@kyccla.org  
(213) 743-8750

주거 시설  
kyccla.org/services/housing/ 

저소득 임대 주택

KYCC 는8곳 건물 내 저렴한 비용의 임대 아
파트를 저소득층 개인 혹은 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680 South Wilton Place 에
서, 그리고 온라인 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키즈 타운  
kidstownla.org 

유치원 

2세 반부터 5세 연령까지의 아동들을 위
한 아동 개발 프로그램. 매일 오전 7시부
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문의처 
Bella Baek, bbaek@kyccla.org 
(323) 297-0038 Ext. 5302

예방 교육  
kyccla.org/pe

9-12학년 
청소년 물질 남용 예방 프로그램 (YDAPP)
고교생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위
한 물질 남용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10주
간의 리더십 프로그램.
문의처 
Angela Eusun Jeong, ajeong@kyccla.org 
(213) 365-7400 Ext. 5119

지속적 가족 유대 형성 (CLFC)
10 주간 진행되는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물질 남용 예방 프로그램. 음주 및 중독성 
약물 관련 지식 획득, 청소년과 부모님 사
이의 의사소통 개선, 사회적 기술 및 거절 
기술 교육, 그리고 물질 남용의 원인이 되
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방어 기술 교육 등
이 제공됩니다.
문의처 
Gennesis Lopez, glopez@kyccla.org
(213) 365-7400 Ext. 5143

책임있는 소매업자 캠페인

한인타운, 피코유니온, 웨스트레이크에 위
치한 작은 상점들을 위한 KYCC 다국어 예
방 교육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의 유효를 고무하며 
공공의 안전을 추진합니다.  상점들의 필요

에 한하여 무료교육과 기술적 지원이 제공
됩니다.지역사회 회원들은 더욱 건강한 이
웃을 위한 시민 개입 교육과정을 지지하는 
Neighborhood Taking Action (NTA)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Mihae Jung, mjung@kyccla.org 
(213) 365-7400 Ext. 5146

예방 지역 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예방 활동을 배우고 
인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매달 진행
되는 그룹 모임에서는 안건과 관련하여 사
람 혹은 자원을 동원시키는 법을 배우는 
옹호 기술 구축 훈련 등이 제공됩니다.  

문의처 
Edith Bedolla, ebedolla@kyccla.org
(213) 365-7400 Ext. 5135

청소년 서비스  
kyccla.org/ys

유치원-5학년 
초등 개별 지도 프로그램 (ETP) 

유치원생부터 5학년 학생들의 학습 발달 
및 사회 정서적 개발을 위한 활동들로 구
성된 방과후 프로그램.
문의처 
Menlo (Grades 1-5):  
Irene Almaraz, ialmaraz@kyccla.org 
(213) 365-7400 Ext. 5602 
Wilton (Grades K-5): 
Vicky Chung, vchung@kyccla.org 
(213) 365-7400 Ext. 5118

5-10 학년 

GRYD

목표 설정, 단체 구성 활동, 생활 기술 워크
샵, 지역 참여를 통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문의처 
Carlos De Santiago, csantiago@kyccla.org
(213) 365-7400 Ext. 5644

6-8학년  
중학교 프로그램 (MSP)

학생들의 고교 및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학업 성장 및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매
일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문의처 
Menlo 문의처: 
Sarah Lerman, slerman@kyccla.org
(213) 365-7400 Ext. 5615
Wilton 문의처: 
Julio Barahona, jbarahona@kyccla.org
(213) 365-7400 Ext. 5122

9-12 학년
지역 역량 강화를 향한 청소년 발전 프로그램 
(AYCE)

KYCC의 멘로 가족 센터(Menlo Family 
Center)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
해 고교생들의 리더십 성장을 도모하는 프
로그램.
문의처 
Carlos De Santiago, csantiago@kyccla.org 
(213) 365-7400 Ext. 5644 
Sarah Lerman, slerman@kyccla.org  
(213) 365-7400 Ext. 5615

BRIDGE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개인지도 교사 혹
은 멘토로 활동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고
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리더십 개발 
및 지역 봉사 활동 프로그램.
문의처 
Vicky Chung, vchung@kyccla.org  
(213) 365-7400 Ext. 5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