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감독방문 서비스
Korean Supervised Visitation



L.A. 주변지역의 유일한 한국어 감독방문 서비스



숙련된 전문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 모니터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 제공



주말과 저녁 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예약시간



아동을 위한 따뜻하고 편안한 시설



한국어/영어 DVD, 책, 장난감 완비



감독방문 보고서 및 레터 작성 서비스



예약제

3727 W. 6th Street, Suite 32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9-6755
FAX: (213) 389-5172
Email: admin@kfamla.org
www.kfamla.org

감독방문 시간
월-금 : 9:00am-5:30pm
(평일 6시 이후 시간은 예약시 문의 하십시오)

한국어
감독방문
서비스
KOREAN
SUPERVISED VISITATION
SERVICE

부모와 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안전하고 중립적인 감독방문 서비스

한국어 감독방문 서비스

감독방문 서비스란?

감독방문 서비스 비용

한인 가정의 건강한 관계회복을 꿈꾸며

감독방문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안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

한인가정상담소는 1983년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가정폭력으로 영향을 받은
이민 여성과 자녀, 그리고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로스엔젤레스와 인근지역에서

초기내담 (Intake)

감독방문
$35—$100 (per hour)
(Supervised Visitation)
감독하에서의 자녀 교환
(Supervised Exchange)
진행 보고서
(Progress Letter)

유일하게 한국어 감독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인 가정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감독방문 서비스는 CCTV 및

$50 (per parent)

$35

입니다. 감독방문은 숙련된 모니터(관찰자)의 감독하
에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서 이루어 지며, 부모사이의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니터가 감독방문 시간 동안 관찰함으로서 자녀가
부모사이의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100
$150 (less than
2-weeks notice)

종료 편지
(Termination Letter)

$30

법정 출두/소환장
(Subpoena)

$175 for 1st hour
$100 thereafter

만일, 모니터가 감독방문이 자녀에게 심리적, 신체적
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방문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는 법정의 판단 입장을
따를 것입니다.

알람 장치를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어린이와
부모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시설, 숙련된 전문
이중 언어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출석/예약 취소비용
(No Show/
Late Cancellation)

100% of fee

당신이 만악...





법원의 감독방문 명령을 받았거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와의

비용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만남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해당 조건에 따라서는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언어장벽으로 주저하고 있거나;

있습니다.



이혼분쟁 또는 가정 폭력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비용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약취소는 반드시 24 시간 전에 알려주십시오.

소원해졌다면,

지금 한인가정상담소의 감독방문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