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ILO 청소년 자문위원회

APILO는 1997 년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데이트 폭

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자문위원회 (YAC)를

설립했습니다. 창립 이래 고등학생을위한 사회 정의

및 리더십 개발 인턴십으로 발전했습니다. Bay

Area 전역의 고등학생들은 YAC를 통해 십대 데이

트 폭력 및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워크샵, 캠페인 및 예술 / 미디

어 프로젝트를 만들고 구현합니다. 

가정 폭력 : 성폭력, 강간 문화, 동의, 독성 남성, "권리 파악"워크샵

이민 : 이민자의 권리, API 청소년을위한 DACA 자원 (ASPIRE), 이민의 교차, 감금, 가정 폭력

AAPI 성별 및 섹슈얼리티 : 퀴어 / 트랜스 아이덴티티 및 권리, LGBTQ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지역 청소년 문제 : 총기 폭력, 주택 불안 및 성병, 괴롭힘, TITLE IX 등. 

APILO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을위한 YAC 커리큘럼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Supporting Immigrant Communities Amid COVID-19 Crisis

SPRING NEWSLETTER 2020  VOLUME 9 -  SPECIAL EDITION

학교 및 지역 사회 기반 단체와의 파트너십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 및 지역 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 사
회의 사회 및 법률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Laney College, Oakland Unified School District

(API 학생 성취 및 이중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및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와 협력하여 폭력 예방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사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PILO 가족법 및 여성 폭력 (VAW) 
예방 프로젝트

www.apilegaloutreach.org 
(415) 567-6255
1121 Mission Street
San Francisco, CA
(510) 251-2846
310 8th Avenue, #308 
Oakland, CA

APILO 5 개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클랜드 아시아 청소년 협동 조합의 단체들과 공동 프로그래밍을하여 오클랜드 청년들 사이에
서 지역 사회를 육성하고 사회 서비스를 장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관리자 인 비앙카는 최
근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시행 될 반 아시아 인종 차별에 관한 캘리포니아 교수 협회와의 커리큘럼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사례 (케어) 관리
 Case (Care) Management 

청소년 사례 / 관리 관리는 피해 감소 모델을 통해 접근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현실과 취약점을 고려하고 그로부터 안전과 피해를 줄이기위
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안전, 상담, 법률 서비스, 범죄 피해자 보상 혜
택 및 항법 기관을 통해 청소년과의 관계를 지원할 때 우선 순위를 정
합니다. 또한 따뜻한 소개를 통해 관련 커뮤니티 파트너에게 적절한 리
소스와 소개를 제공합니다.

APILO는 파트너 및 가족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
역 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생존자가 중심되며 외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AC Spotlights:

“YAC 인턴으로 4 년 동안 나 자신, 지역 사회 및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YAC는 가정
폭력에 대해 지역 사회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 었습니다.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

고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 Emily Liang, senior

“YAC의 인턴이 된 이후로 저는 리더가되고 지역 사회가 직면 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
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료 및 동료 커뮤니티 회원들과 많은 토론을하면서 가정 폭력 생존자들을 옹호

하는 방법을 배우고 개인 생활에서 사랑과 건강한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쓰기위한 
언어를 얻었습니다.” - Kathy Liang, senior

www.apilegaloutreach.org


APILO는 가정 폭력 생존자에게 다음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지 명령, 해산, 법적 분리, 무자비 아동 양육권, 아동 방문, 아동 지원, 배우자 지원, 재산 분할,
여성 폭력 방지법 (WAVA), 자급 자, I-751 영주권 조건 제거, U-Visa 범죄 피해자, 인신 매매 피
해자를위한 T- 비자, 공공 혜택, 세금 지원 (무고한 배우자, 부상당한 배우자), 주택 행동, 사회 서
비스 추천 및 / 또는 사례 관리 상담 및 안전 계획.
 
 

가정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과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 사람이 채택한 행동 패턴입니다.

학대 위협/학대당한 사람들을 보호 할 수있는 민사 

결혼 또는 등록 된 domestic 파트너
이혼 또는 분리
현재 데이트 / 과거에 데이트
현재 함께 살거나, 과거에 함께 살았음.  
자녀의 부모, 또는
밀접한 관련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
지, 사위)

귀하, 귀하의 자녀, 다른 친척 또는 귀하와 함께 사는 

총이나 탄약을 소유 할 수 없음. 
집 밖으로 나가야함. 
아동 양육권 및 방문 명령 준수.
자녀 양육비 지불.
배우자 지원.
재산에 대한 명령 준수.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6 개월에서 최대 5 년. 갱
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DVRO)
DVRO 는 무엇입니까?

법원 명령입니다.
 
저는 자격이 있습니까? 귀하와 구속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이 어떻게 도움이됩니까? - 법원은   접
근금지 명령을받은 사람에게 다음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가까이 가지 못함. 

EPO 는 최초 가정폭력 행위가 시작된후 피해
자의 911 전화 후에 사건에 파견된 경찰에 의
해 요청되는 명령입니다. 경찰이 그 자리에
서 EPO 를 작성해서 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피
해자에게 건네줍니다.
긴급 보호 명령은 24시간 일주 7일 계속 됩니
다.
EPO는 지방 검사소에서 처리하는 민사 구속
명령 및 / 또는 형사 보호 명령을 제출할 시간
을 허용합니다.

Emergency Protective Order (EPO):

 
 

 
가정 폭력 학대 란 무엇입니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스토킹

문화와 정체성 남용

긴급 보호명령(EPO)과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DVRO)

안전을 얻는 방법
 
안전 계획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떠날 계획을 세우거나, 떠난 후에도 안전을 유지하
는 방법을 포함하는 개인화 된 실제 계획입니다. 안전 계획에는 감정에 대처하고, 친
구와 가족에게 학대에 대해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F안전 계획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Call 1-800-799-7233, 
Text LOVEIS to 1-866-331-9474
 
Asian Women’s Shelter
1-877-751-088
 
Riley Center
415-255-0165
 
WOMAN, Inc. 
1-877-384-3578 
 
Ruby’s Place
1-888-339-7233 / 510-303-9953 (Span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