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는 Carter Center 와 협력하여 최초로 다음의 13 개 도시에서 여성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여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Inform Women, Transform Lives Campaign)을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요르단 암만; 미국
애틀랜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미국 시카고; 스리랑카 콜롬보;
방글라데시 다카; 아일랜드 더블린;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우간다 캄팔라; 페루 리마;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및 브라질 상파울루.
전 세계 여성들은 가장 최소한으로만 정보를 요구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강력한
도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Keisha Lance Bottoms 시장은 애틀랜타에 사는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며 지역 사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평등한 방법으로 시에서
제공하는 중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월 8 일에 시작해서 9 월 28 일에 종료하는 캠페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애틀랜타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다음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성차별 폭력, 경제적 유동성,
주택, 건강, 지역 사회 안전, 식품 접근성, 기타

성차별 폭력
길거리 안전 장소(SafeSPOTS, Safe Place off the Streets)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아동 및/또는 가정
폭력을 당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즉시 도움을 제공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애틀랜타 소방
구조부(AFRD)의 소방관은 소방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SafeSPOT”로서 시설을
활용합니다. 유기된 영유아, 학대 아동,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추가 정보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름: Glen Riley 현장 운영 부국장
전화번호: 404-556-7249
이메일: griley@atlantaga.gov
웹사이트: https://atlantava.org/be-a-survivor/domestic-violence

애틀랜타 피해자 환영 서비스 프로그램(Welcoming Atlanta Victim Services Program)은
애틀랜타시에 사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 태생 범죄 피해자가 법에 따라 서비스와 보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문화적으로 적격인 법률 사회 서비스
제공자를 추천하고, 피해자가 경찰 보고서를 받도록 지원하며, 권리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함으로써 애틀랜타의 다양한 이민자 공동체의 관심사를 듣고
기존 및 향후 프로그램 설정에 반영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름: Holly Malerba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 매니저
전화번호: 470.571.6313
이메일: hsmalerba@atlantaga.gov

경제적 유동성
애틀랜타 인력청(WorkSource Atlanta)은 미국 노동부를 통해 2014 년 인력 혁신 및 기회법(WIOA)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애틀랜타시 내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WorkSource Atlanta 는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대학, 학교, 지역 사회 및 종교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인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orkSource Atlanta 직원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 시 15 분에서 오후
5 시까지 취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818 Pollard Blvd., SW Atlanta, Georgia 30315
연락처: 담당자 Roscell Hall-Partners
전화번호: (404) 546-3000 또는 (404) 494-0171
이메일: rohall@atlantaga.gov
애틀랜타 금융청(Bank On Atlanta)은 모든 주민이 경제적으로 건전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 기관, 지역 사회 기반 조직 및 지방 정부 사이의 협력 기관입니다. 즉, 사람들을
안전하고 알맞은 인증 받은 은행 계좌에 연결하기 위해 다 함께 협력합니다. 또한 회원들이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능력, 건전성, 독립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와 교육 자원을
공급합니다.
주소: 55 Trinity Ave SW, Suite 2400, Atlanta, GA 30303
이름: Venus Lockett 프로그램 매니저
전화번호: 404-482-1697
이메일: bankon@atlantaga.gov
웹사이트: https://bankon.atlantaga.gov/
애틀랜타 투자청(Invest Atlanta)의 코로나 19 회복 및 구호 센터는 지방, 주, 연방 조직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19 자원을 적극적으로 통합합니다.
웹사이트: https://www.investatlanta.com/covid-19-resources
여성 기업가정신 정책(Women’s Entrepreneurship Initiative, WEI)은 창업 단계 회사-성장하는 여성
기업가의 지위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인적, 교육적, 경제적 자본을 전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여성 사업 소유자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으로서 동시에 사업가로서 상호 공존할 수 있으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에 근거한 소외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소: 84 Peachtree St. NE, 11th Floor, Atlanta, GA 30303

전화번호: (470) 553-3059
이메일: info@weiatlanta.com
http://www.weiatlanta.com/
Women Export University(WEU) – WEU 는 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써 여성 소규모 기업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WEU 커리큘럼은 가상 워크숍, 일대일 상담,
수출 전략에 대한 이해와 교육,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수출 친화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 일괄 흐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UPS 와 협력 관계인
WEU 는 국제 무역에서 여성 소유 사업체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여성 기업가가 경제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연락처: Cesar Vence 시장실 국제 업무부 차장
이메일: cvence@atlantaga.gov
전화번호: 404-558-9483
웹사이트: https://www.atlinternationalaffairs.com/women-export-u

주택
시, 군, 주, 연방 정부에서는 비상 대응 정책을 모두 통과시키고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대유행
기간에 주민들에게 재정 지원과 주택 안정을 제공합니다. 애틀랜타시에서는 다양한 주택 관련
정책을 열람하고 요약하여 가정에 머무르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광역 애틀랜타 통합 방법은 ATL Strong 의 임대 지원 자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나 세입자가
긴급 임대 또는 공공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2-1-1 번으로 전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United
Way of Greater Atlanta 에 문의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s://atlstrong.org/housing-information/
자가 거주 수리 프로그램: 애틀랜타 주택청, 애틀랜타 투자청 및 애틀랜타시가 협력하여 빚 탕감
대출 연기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자격에 해당하는 Ashview Heights 와 Atlanta University Center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외부 위생과 안전 수리를 위해 최대 $70,000 의 연방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메일 info@mowatl.org 로 Meals On Wheels Atlanta 의 Choice Neighborhoods Exterior 자가 거주
수리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404-351-388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s://www.investatlanta.com/homebuyers/owner-occupied-rehab
저렴한 아파트 제공: 애틀랜타시 내에서 저렴한 생활을 제공하는 부동산을 알아보십시오. 각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가능 여부와 소득 자격 지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s://www.investatlanta.com/renters/explore-affordable-apartments

건강
시장이 주관하는 여성을 위한 가상 감성 건강 정상 회의는 위기를 통한 정신 건강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에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성과 그
협력자로 식별되는 사람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인종 차별, 건강 불균형, 사회 경제적

불평등, 코로나 19 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성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토의는 애틀랜타에만 특정하여 여성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강조했습니다.
POC: Sissy Weldon 시장실 One Atlanta 부 프로젝트 매니저
전화번호: 404-693-1214
연락처: sissyweldon@atlantaga.gov
웹사이트: https://atlstrong.org/wellnesssummit/

지역 사회 안전
정책 대안 및 전환 발의(PAD) – 5 와 6 구역에만 사용 가능
애틀랜타시는 Policing Alternatives & Diversion Initiative(PAD)와 협력하여 정신 건강, 약물 사용 또는
극심한 빈곤과 관련한 삶의 질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활동을 돕습니다. PAD 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응합니다. 소란(예: 회사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공공 음란(예: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복지(예: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 정신 건강(예: 방향 감각이 없거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약물 사용(예: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기본 요소(예: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 공중 보건(예: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연락처: PAD 는 애틀랜타시 비응급 서비스 311 번을 통해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 소개를
받습니다.
전화번호: 311
웹사이트: https://www.atlantapad.org/
애틀랜타 지역 사회 응급 대응팀(Atlanta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ACERT):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CERT)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응급 상황에 더 잘
대응하도록 훈련을 돕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CERT 회원은 응급처치 요원을 긴급하게
지원하며,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돕고, 사고 현장에서 자발적인 봉사자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RT 회원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개선하는 비응급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6 주 동안 주 1 일(현재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훈련 수료증을 받으려면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화번호: (404) 538-7112
웹사이트: https://www.atlfrf.org/acert
애틀랜타 화재경보기 프로그램(Atlanta Smoke Alarm Program, ASAP): 애틀랜타 소방
구조국(Atlanta Fire Rescue Department)은 애틀랜타시의 각 가정의 화재경보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원 봉사자가 Atlanta Fire Rescue Department 의 화재경보기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좋아하는 이유는…화재경보기가 생명을 살립니다! 자원 봉사자는 애틀랜타시 다른 주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름: Claudie Nash
전화번호: (404) 392-0040
이메일: CNash@atlantaga.gov
웹사이트: https://www.atlfrf.org/atlanta-smoke-alarm-program-asap

어린이 의자 안전 프로그램(Child Seat Safety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도시 전역 33 개 역에서
부모와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 의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어린이 안전
의자를 제공합니다.
이름: William Hutchinson
전화번호: 678-643-4318
이메일: AFRCarSeats@AtlantaGa.Gov
웹사이트: https://www.atlantafirerescue.com/programs/car-seat-program
주거 세입자를 위한 규정 시행: 규정 준수국 시행 절차는 주민들이 애틀랜타 주택법, 낙서 조례
및/또는 상업적 유지 관리 및 산업법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시스템입니다.
818 Pollard Blvd. SW Atlanta, GA 30315
전화번호: 404-546-3800
이메일: codesrequests@atlantaga.gov
웹사이트: https://www.atlantapd.org/services/community-services/office-of-code-enforcement
가로 등 전구 교체 또는 가로 등 꺼짐/분실
전화: 311
웹사이트: https://www.atl311.com/?page_id=115&atlId=1-3JRE2&_crauth=bf062e22fc
가로 등 전구 교체
전화: 311
https://www.atl311.com/?page_id=115&atlId=1-3JRE2&_crauth=7b03a4a975
비상 표지판 및 기둥 수리/교체
전화: 311
https://www.atl311.com/?page_id=115&atlId=1-3JRD7&_crauth=7b03a4a975
정규 표지판 수리, 교체 또는 설치
전화: 311
https://www.atl311.com/?page_id=115&atlId=1-3JRD2&_crauth=7b03a4a975

식품 접근성
애틀랜타 공원 레크리에이션부
그냥 갖고 가서 먹는 식사 프로그램(Grab and Go Meal Program)은 월요일~금요일 오후 4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도시 전역 지역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5~18 세 어린이에게 무료로 따뜻한 음식을
그냥 갖고 가서 먹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지역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무료로 등록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s://www.atlantaga.gov/government/departments/parks-recreation/office-ofrecreation/grab-and-go-meal-program

기타

iSpeakATL: iSpeakATL 로 알려진 언어 이용 계획은 시에 거주하는 영어를 못 하는 주민(LEP)에게
무료로 알맞은 시간에 효과적인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이라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시내의 모든 빌딩과 사무실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404) 865-8813
이메일: welcomingatlanta@atlantaga.gov
웹사이트: https://www.welcomingatlanta.com/ispeakatl/
인간 관계 위원회: 애틀랜타시는 Human Relations Commission(HRC)를 설립하여 애틀랜타시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증진합니다. HRC 는 차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불만 사항을
경청하고 그러한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그 사명을 준수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HRC 는 공공 편의 시설, 민간 고용, 애틀랜타시 내 주택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차별 금지 형태는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성별, 동거 관계 상태, 성적 취향, 출신
국가, 성 정체성, 연령 및 신체 장애를 포함합니다.
연락 정보: 주민 서비스 사무실, 55 Trinity Avenue, Atlanta, Georgia 30303
전화번호: (404) 330-6023
이메일: svoelkel@atlantag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