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명

KYCC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은 미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
국계 미국인들과 그 외의 다민족 한인타운 거주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기
여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KYCC 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최근에 이민을 온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
경에 처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사회 경제적 권한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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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65-7400 
Fax: (213) 201-3993  

지역 경제 개발 서비스 
3727 West 6th Street, Suite 41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65-7400  
Fax: (213) 289-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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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서비스 
3727 West 6th Street, Suite 411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65-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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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련 고객 안내



임상 심리 상담 서비스 
kyccla.org/clinical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그
들 가정에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임상 심
리 상담의 서비스로는 약물 처방 및 관리, 개
인 및 가족 사례 관리, 아동 학대 예방과 중재,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사례 관리 및 부모 교육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상담원에게 문의 하세
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사용 가능)
문의처 
(213) 365-7400 

지역 경제 개발 서비스  
kyccla.org/ced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가정의 비상 자금과 개인 신용을 맞춤식 저축
과 적금을 통해서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 드
립니다. 
금융 지도 
가정의 현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재정 목표 달
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FRESH START 대출 프로그램 
Fresh Start Loan은 지원자들이 새롭게 개인 신
용도를 확립하거나 기존 신용도에 긍정적인 기
록을 남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원자
들은 대출금을 갚을때 마다 배당금을 받게 됩
니다.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 공공 요금  
가정의 소비자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휴대전화, 전기 (남가주 에디슨), 가
스 및 인터넷 서비스, 유틸리티 제공자와의 사
이에서 발생하는 요금 청구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문의처  
Sabin Kim, sabinkim@kyccla.org 
(213) 365-7400 Ext. 5265

무료 세금 보고  
자원 봉사 소득세 보고 지원 프로그램 (Volun-
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은 연 수입 
$54,000 미만의 가정을 위해  무료로 세금 보
고서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IRS 교육과 자격
증을 받은 자원 봉사자들이 1월말 부터 4월 
중순까지 소득 신고를 도와 드립니다.

문의처 
freetaxes@kyccla.org 
(323) 909-1975

저소득 납세자 상담  
KYCC의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Low Income 
Taxpayer Clinic, LITC)은 로스앤젤레스 카운
티에 거주하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54,000 이하의 부
채를 지닌 저소득 납세자들에게 무료 세금 법
률 상담과 법정 대변을 제공 합니다.
문의처 
litc@kyccla.org 
(213) 232-2700 

소기업 상담  
새로운 소기업을 계획, 창업, 또는 운영 할시에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 합니다.
문의처  
Myung Kim, myungkim@kyccla.org 
(213) 365-7400 Ext. 5103

환경 서비스  
kyccla.org/es 
질문 및 답변 연락처 
Valerie Mireles, environmental@kyccla.org

지역 자원 봉사 활동 
KYCC는 한인타운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기업 
파트너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들과 함께 일하
고 있습니다 서너시간 동안 진행되는 자원 봉
사 활동에는 나무 심기, 낙서 제거와 지역 사회 
청소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Carolyn Kwak, ckwak@kyccla.org 
(213) 365-7400 Ext. 5409

무료 주거지 나무 제공 
로스앤젤레스 지역 거주민들의 가정에 최대 7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 가로수 제공 
한인 타운 및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 전반
에 걸쳐 가로수를 무료로 심어 드립니다. 거주
자들은 새로 심어진 나무에 물을 주고 가꿔 나
가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의처 
Valerie Mireles, trees@kyccla.org 
(213) 365-7400 Ext. 5400



낙서 제거 
KYCC 는 한인타운 시내 환경미화를 위해 매
일 낙서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약 낙서 제거를 필요로 할 경우 LA 시 민
원 서비스 핫라인 (311) 에 전화를 하거나  
MyLA331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
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리 청소 
KYCC 는 한인타운 내 쓰레기나 잡초제거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LA 시 민원 서비스 핫라인 (311) 에 전화를 
하거나  MyLA331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
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  
kyccla.org/services/housing/

저소득 임대 주택 
KYCC는 총 8곳의 저렴한 비용의 임대 아파트를 
저소득층 개인, 혹은 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KYC AND PHD APARTMENTS  
Gloria Rangel, (213) 382-3100
MENLO FAMILY HOUSING AND RENO  
Irene Yi, (213) 388-8572

키즈 타운  
www.kidstownla.org

유치원  
2세 반부터 5세 아동들을 위한 아동 개발 프
로그램.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
영됩니다.
문의처 
가족 옹호자, admissions@kyccla.org 
(323) 297-0038 Ext. 5302

멘로 가족 센터  
www.kyccla.org/menlo
멘로 패밀리 센터는 60 유닛 복합 건물에 거주
하는 주민들을 위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KYCC와 우리 파트너 단체들은 모든 가
정의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행복, 청소년들을 
위한 아카데믹 리더십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 
강화 서비스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처 
Cehila Santiago, cehila@kyccla.org 
(213) 365-7400 Ext. 5220

예방 교육  
kyccla.org/pe
9-12학년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YDAPP) 
고교생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위한 물
질 남용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10주간의 리더
십 프로그램.
문의처 
Aida Martinez, amartinez@kyccla.org 
(213) 365-7400 Ext. 5125

지역 사회 교육 
6-10 주간 동안 진행되는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 음주 및 중독
성 약물 관련 지식, 청소년과 부모님 사이의 의
사소통 개선, 사회적 기술 및 거절 기술 교육, 
그리고 약물 남용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들
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이 제공 됩니다.

문의처 
Hanna Yi, hyi@kyccla.org 
(213) 365-7400 Ext. 5127

책임 있는 소매업자 캠페인 
한인타운, 피코 유니온, 웨스트레이크에 위치
한 작은 상점들을 위한 KYCC 다국어 예방 교
육 캠페인은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줄이고, 건
강에 좋은 과일들과 채소들을 가게에 진열하
도록 격려하며, 공공의 안전을 추진 합니다. 상
점들의 필요에 한해 무료 교육과 기술적 지원
도 제공 됩니다. 상점 주인들은 더욱 건강한 커
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예방 교육 팀이 제공하
는 공동체 변화 교육 시리즈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문의처 
Isaac Hong, ihong@kyccla.org 
(213) 365-7400 Ext. 5146

예방 지역 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약물 남용 예방 활동에 대
해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매
달 진행되는 그룹 모임에는 약물 남용 안건과 
관련하여 사람, 혹은 자원 지원을 동원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의처  
Deisy Gutierrez, dgutierrez@kyccla.org 
(213) 365-7400 Ext. 5149 



LA 청소년 제일 흡연 예방 연합회 
이 연합회(LAYFTC)는 청소년과 미성년자들
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담배 산업의 
약탈적 마케팅 관행과 싸우기 위해 더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을 옹호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이 연합회는 매달 모임을 갖고 지
역사회에서 담배와 관련한 피해로부터 지역 주
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Hilcia Guerra, hguerra@kyccla.org 
(213) 365-7400 Ext. 5114 

맥아더 파크 커뮤니티 연합 (MPCI)
맥아더 파크 커뮤니티 연합(MacArthur Park 
Community Initiative- MPCI)은 맥아더 공원
내 담배와 마리화나 간접흡연으로부터 12살에
서 26살까지 젊은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
된 그룹입니다. 이 연합회는 대변, 지도력 그리
고 대중 연설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매주 모
임을 갖습니다. MPCI는웨스트 레이크 커뮤니
티의 흡연과 약물복용 등 직면한 문제를 완화
하고 보다 안전하고 청결 및 활기찬 공원을 만
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의처  
Evelyn Balderas, ebalderas@kyccla.org 
(213) 365-7400 Ext. 5123 

KORYO
KORYO (Koreatown Organizing to Reduce 
Youth Opioid [Use]) 는 한인타운 단체이며 
아동 오피오이드 이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
습니다. KORYO는 12-24 살을 중심으로 오
피오이드로 인한 중독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
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평가 수행, 네트워크 와 커낵션 강화 그리고 서
비스 개선 및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Hiroko Makiyama, hmakiyama@kyccla.org 
(213) 365-7400 Ext. 5113

회복 서비스 
kyccla.org/recovery

KYCC Recovery Services는 마약과 알코올 문제
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통원치료 프
로그램 입니다. 서비스는 12세 이상 남녀 청소
년과 성인에게 제공 됩니다. 치료는 장기적으

로 진행되며,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각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추어 개별로 진행 됩니다.
문의처 
Hiroko Makiyama, hmakiyama@kyccla.org 
(213) 365-7400 Ext. 5517

청소년 서비스  
kyccla.org/ys

K-5 유치원-5학년 
초등 개별 지도 프로그램 (ETP)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
그램으로 사회적 정서발달을 위해 다양한 활동
을 제공합니다.
오전 여름 캠프 - 윌튼 
여름동안 매일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들은 다음 학년에 배울 과제 예습과 미술, 과
학, 요리, 견학 등과 같은 심화 활동에 참여하
게 됩니다.
6-8 학년 
중학교 프로그램 (MSP) -윌튼 
무료로 제공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며 학생들
은 자원봉사에게서 숙제 도움 받을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 기반 워크숍, 멘토링, 대학 및 직
업 준비, 토론, 예술 및 공예 수업과 같은 심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12 학년 
BRIDGE 
초, 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학업적, 사회적, 감정적 성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도와 줄 고등학생들을 모집, 훈련, 
배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12 학년
RISE 청소년 프로그램- 멘로 
RISE 청소년 프로그램은 일대일 개인지도, 방
과 후 심화 수업, 현장 학습 및 학업 성장을 통
해 사회 정서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활
동을 제공합니다. RISE 는 안전하고 긍정적 인 
학습 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Presilla Kim, pkim@kyccla.org 
(213) 365-7400 Ext. 5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