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업무
복지업무
교육업무
연구활동
권익주장

아시안커뮤니티의
역군이 되겠습니다
팬아시안 커뮤니티 센터 (CPACS)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위치한 501(c)3 민간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민자, 난민,
소외계층에게 광범위한 의료업무, 사회복지, 역량강화,
권익주장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적 지위확보의 길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의 아시안 태평양계를 위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오래된기관으로써 1980년에 설립된 CPACS는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이민자 및 난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PACS는 조지아의 아시안 커뮤니티에 다양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나 후원에 뜻이
있으시면 온라인 (www.cpacs.org) 또는 전화
(770-936-0969)로 연락주십시요.

본사
3510 Shallowford Rd NE Atlanta GA 30341
T 770 936 0969 F 770 458 9377

코스모진료센터 (연방정부공인 의료센터)
6185 Buford Hwy Bldg G Norcross GA 30071
T 770 446 0929 F 770 446 6977

귀넷센터
4405 International Blvd Suite C-101, Norcross GA 30093
T 770 232 5200

캅센터
945 Old Canton Rd Marietta GA 30068
T 678 764 3462

1980년 이래 보건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건업무
코스모진료센터/연방공인 의료센터
일차진료
예방진료
아시안 유방암 예방 프로그램
산부인과
간단한 국부마취 수술
가족계획
소아과
저렴한 치과진료
보건 의료교육및 홍보
정신건강과 상담
오바마케어 개인상담

노인복지업무
노인복지, 정보 및 신청
사회보장연금, SSI,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정부보조노인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노인학교
가정방문지원

시민권/영주권 신청
이민상담
미성년자 유예조치 (DACA) /
합법거주자 부모유예조치 (DAPA)
신분전자확인 E-Verify

통역/번역

상담업무

수수료부과/다양한언어취급

교통서비스
고정노선
유동노선

사회복지업무

어린이, 청소년, 가족

직업훈련과 진로상담
식품비보조 (푸드스탬프)
저소득 난방비보조
피치케어/메디케이드 신청
건강보험 상담 및 가입
식품 지원 서비스
고객의 언어로 도움
난민보조업무

학업지도, 과외활동
정소년 방과후 활동 및 여름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쉽 개발 및 능력강화프로그램
부모/가족 워크샵 및 강좌
청소년 직업기술훈련및 현장체험
청소년및 가족 대상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

주택업무
집 차압방지 상담
주정부 주택융자금 보조 프로그램
주택융자 조정, 숏세일, 대체소유권
주택 구입후 상담, 재융자
주택구입전 상담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첫주택구입자 워크샵 (8시간)
신용 및 예산상담
노숙자예방/렌트비보조
소액융자 ($10,000 - $30,000)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법률 및 이민관계업무

커뮤니티교육
영어/미국 정보생활교실
시민권준비반
음주운전(DUI)학교
방어운전(DDC) 교실
식품안전위생교육

개인상담
피해자 지원업무
가정폭력
암써포트그룹
약물중독상담
주정부 공인 가정폭력중재프로그램
분노조절상담
약물 및 알코올중독 상담
주정부 공인 음주운전 (DUI) 상담
약물 및 음주 평가

권익주장업무
시민의식/유권자권리행사
민권옹호업무
공공정책 참여
아시안커뮤니티의 단합과 포용
커뮤니티연합활동
커뮤니티행사주관

연구분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연구소
지역중심 보건연구
참여연구
프로그램/프로젝트 평가
발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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