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0년 8월 13일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안내 
오랫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들과 놀던 때가 
그립겠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지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것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일 수 있고요. COVID-19 또는 기타 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뉴욕시에는 수많은 청소년, 십 대 친구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여전히 다양한 청소년 대상 서비스가 운영 중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마우스 클릭이나 스마트폰을 한번 탭하는 것으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안전한 활동 안내 
교육 지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시국의 건강 관리 
정신 건강 서비스 
성소수자(LGBTQIA)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련 자원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 지원 
가정 또는 데이트 폭력 
자살 예방 
아동 인신매매 
괴롭힘 
가족 계획 옵션 
청소년 부모 지원 
주택 지원 
청소년을 위한 ACS 자원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안전한 활동 안내 
NBA 리그 입장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SAT나 HSE 무료 모의고사는 어떤가요? 
Mario Kart 토너먼트 쪽이 좀 더 취향에 맞나요? 몸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홈트레이닝 
앱을 무료로 구독하고 싶으신가요? 

• 십대 및 청소년은 Fun at Home을 방문하거나 97743으로 "Fun" 문자를 보내 자원 및 활동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growingupnyc.cityofnewyork.us/generationnyc/fun-at-home/


• The Department of Youth & Community Development에서 댄스, 음악, 미술,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회가 있는지 여기에서 알아보고, 관심 있는 활동을 
등록하십시오. (347) 349-4361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바로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Instagram, Facebook 또는 Twitter 등 SNS 사이트에서 
@NYCyouth 계정을 팔로우해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지되는 최신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맨 위로 돌아가기 

교육 지원 

• 뉴욕 공립 도서관에서 매일 오후 2~11시까지 일대일 개인지도 교사가 무료로 온라인 숙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영상 콘텐츠 및 기타 자료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증 번호로 로그인하여 액세스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discoverDYCD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채용 및 인턴십 정보, 지역 공동체 
서비스, 주택 지원, 이민자 서비스 및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별 강화 센터(enrichment center)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YCteen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청소년이 쓴 실제 이야기를 게시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교육자 및 기타 사용자: 
청소년이 쓴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원격 학습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안전 조치 및 제공될 학습 모델 등 2020-2021학년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OE)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맨 위로 돌아가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시국의 건강 관리 
증상 없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뉴욕 시민(2세 이상 어린이 포함)은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자택이 아닌 실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안전을 유지하고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요령은 
DOHMH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한 상황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Mount Sinai Adolescent Health Center: 만10세~22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통합형 의료 서비스와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및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로 의료 서비스, 
상담, 지원, 정신건강 및 가족 치료, 성 및 생식 보건, 치과 진료, 영양 관리, 피트니스와 웰니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212-423-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1.nyc.gov/site/dycd/services/special_initiatives.page
http://www.instagram.com/nycyouth
http://www.facebook.com/nycyouth
http://www.twitter.com/nycyouth
https://www.nypl.org/about/remote-resources/kids-and-teens/homework-help-brainfuse
https://landing.brainfuse.com/authenticate.asp?u=main.nypl.ny.brainfuse.com
https://discoverdycd.dycdconnect.nyc/home
https://www.ycteenmag.org/index.html
https://www.ycteenmag.org/index.html
https://app.smartsheet.com/b/publish?EQBCT=17d342119e184f45ac375ff1fca9c734
https://www.schools.nyc.gov/school-year-20-21/return-to-school-2020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main.page
https://www.teenhealthcare.org/


•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Generation 
NYC 의사 및 보험.. 

최신 의료 정보 업데이트 

뉴욕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라는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NYC DOHMH)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지침과 이 질병과 관련한 많은 
NYC 사례 데이터가 게시되고 있습니다(DOHMH 지침의 번역본을 보려면 이 링크를 따라 이동). 
692-692번으로 "COVID"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문자로 업데이트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MIS-C): 주 및 시 보건부는 
현재 어린이에게 매우 해롭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며 COVID-19와 관련될 수 있는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 간병인 및 어린이와 자주 접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질병에 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직은 유증상자가 흔치 않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지만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가와사키병 및 독성쇼크증후군과 특징이 비슷하며,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라고 하며 이전 명칭은 
PMIS)이라고 칭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는 고열 증상을 보이며 이외에도 복통, 설사, 구토, 발진 및 손발이 
붓는 등 다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징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어린이의 열이 높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소아과 전문의에게 연락하여 MIS-C 
여부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열 외에 다른 급성 증상(발진, 복통, 흉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하십시오. 

• DOHMH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 안내 자료(PDF, 2020년 5월 18일자) 

자세한 정보는 DOHMH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번역된 자료 포함). 

맨 위로 돌아가기 

정신 건강 서비스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가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이나 가족 문제로 고민 중이라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 Mount Sinai Adolescent Health Center: 만10세~22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통합형 의료 서비스와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및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상담, 지원, 
정신건강 및 가족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212-423-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YC Well: NYC Well에서 무료 비밀 정신 건강 지원 단체와 연결해드립니다. 연중무휴, 
상시(24/7/365)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문자, 채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88-NYC-WELL(1-888-692-9355)로 
전화하거나 65173번으로 WELL이라는 문자를 전송, 또는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https://growingupnyc.cityofnewyork.us/generationnyc/topics/doctors-and-insurance/
https://growingupnyc.cityofnewyork.us/generationnyc/topics/doctors-and-insurance/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main.page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main.page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pmis.pdf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main.page
https://www.teenhealthcare.org/
https://nycwell.cityofnewyork.us/en/


• 시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 안내: 시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 지원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맨 위로 돌아가기 

성소수자(LGBTQIA)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련 자원 

• Ali Forney Center: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려면 Ali Forney Center에 방문하거나 전화 212-206-0574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센터에서는 성소수자(LGBTQ) 청소년과 13세~21세 사이의 지지자(allies)를 위해 지역공동체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성 개념을 갖춘, 주류와 약물 없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운동 강좌, 시 낭독 및 공동체 토론회와 같은 활동을 
제공합니다(일정표 참조). 또한 이곳에서는 성소수자(LGBTQ+) 청소년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외래 환자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을 약물 남용 
위험도가 높은 환자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이메일 recovery@gaycenter.org, 전화 212-620-7310 또는 646-556-9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E.A.T: 청소년을 위한 대안 보건 및 교육(Health & Education Alternatives for Teens, 
HEAT)에서는 주로 유색인종 공동체에 속하며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 청소년, 이성애자 
여성 청소년 및 트랜스젠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리닉은 계속 열려 있으며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대한 
답변은 (718) 613-8453번으로 전화하거나 또는 웹 사이트 H.E.A.T.를 방문하십시오. 

• Housing Works: 특히 유색인종 동성애자 청소년,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 
청소년(YMSM), MSM을 비롯해 인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트랜스젠더 인구, 현재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 성소수자(LGBTQ) 청소년 및 노숙자나 주거 상황이 불안정한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웹 사이트 Housing Works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다음 연락처로 전화하십시오. (347) 473-7400 

• Trevor Project: 성소수자(LGBTQIA) 청소년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기밀 보장 자살 
방지 국영 핫라인 서비스입니다. 훈련받은 상담사가 연중무휴 상시(24/7) 도움을 드립니다. 
위기를 겪고 있거나 자살 충동이 들거나, 안전하고 편견 없이 대화를 나눌 곳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지금 TrevorLifeline에 1-866-488-7386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Trevor 
Project를 방문해주십시오. 

• Trans Lifeline: Trans Lifeline은 동료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국에서 제공되는 긴급 
지원과 상호 부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연락처는 877-565-8860입니다 

• NYC 통합 프로젝트 시내 전역 성소수자 코로나바이러스(LGBTQ+ COVID-19) 
가이드: 여전히 가상으로 운영 중인 성소수자(LGBTQ+) 긍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100여 개에 
대한 최신 소식은 뉴욕시 통합 프로젝트 성소수자 코로나바이러스 자원 가이드(NYC Unit 
Project’s LGBTQ + COVID-19 Resource Guid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돌아가기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mental-health-telehealth-contacts-for-covid-19.pdf
http://www.aliforneycenter.org/
https://gaycenter.org/
https://gaycenter.org/calendar/
https://gaycenter.org/recovery-health/recovery/
mailto:recovery@gaycenter.org
http://www.heatprogram.org/
https://www.housingworks.org/
http://www.thetrevorproject.org/
http://www.thetrevorproject.org/
https://growingupnyc.cityofnewyork.us/generationnyc/lgbtq-coronavirus-resources/
https://growingupnyc.cityofnewyork.us/generationnyc/lgbtq-coronavirus-resources/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약물 남용이나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인을 찾으십시오. 
부모님 또는 나를 지지해줄 성인과 이야기할 수 없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Mount Sinai Adolescent Health Center: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는 10~24세 청소년을 
주로 접하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및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있습니다. 
치료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212-423-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뉴욕 약물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NY 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상황에도 중독 치료와 회복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금단 증상 또는 다시 중독에 빠지는 것이 
염려된다면 뉴욕 전역에서 근무하는 OASAS 공인 또는 지원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전화/영상 통화는 물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직접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독, 약물 남용 또는 도박에 관한 연중무휴(24/7) 지원 서비스는 전화 877-846-7369번으로 
문의하거나, 문자 HOPENY(467369)를 이용, 또는 홈페이지 OASAS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돌아가기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 지원 
원격 의료는 소셜 서비스 제공자, 지지자 또는 의료 제공자와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태블릿 또는 
컴퓨터를 통해 의료 또는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COVID-19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 또는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가족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고 원격 의료 약속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원격 의료 팁을 확인하십시오. 기술 설정, 가상 세션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원은 11개 국어로 제공됩니다. 

맨 위로 돌아가기 

가정 또는 데이트 폭력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은 신고하는 
것을 겁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anctuary for Families: 212-349-600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Safe Horizon: 연중무휴 상시(24/7) 운영 가정 폭력 핫라인에 전화: 1800-621- HOPE (4673) 
연중무휴 상시(24/7) 운영되는 강간 및 성폭력 핫라인에 전화: 212-227-3000 

•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사례를 신고하려면 전화 1-800-342-3720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뉴욕주 
중앙등록국, NY Statewide Central Register). 

• 절박한 위험 상황인 경우, 911에 신고하십시오.  

맨 위로 돌아가기 

https://www.teenhealthcare.org/
https://oasas.ny.gov/covid19
https://www.familypathways.nyc/telehealth-tips
https://www.familypathways.nyc/telehealth-tips-for-families/#how-do-i-do-video-calls
https://www.familypathways.nyc/telehealth-tips-for-families/#how-should-i-get-ready-for-a-call


자살 예방 
자살 충동이 든다면 친구, 부모, 선생님, 코치나 상담 교사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상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혼자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 연중무휴 상시(24/7) 제공되는 위기 상황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립 자살 예방 
핫라인(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Hotline) 1-800-273-8255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로 상담사와 문자 상담을 하려면 20121번으로 VOICE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알아보려면 Your Life Your Voic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돌아가기 

아동 인신매매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거나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안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 국립 인신매매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모든 청소년에게 연중무휴 
상시(24/7/365) 개방됩니다. 888-373-7888번으로 전화하거나 233733로 문자를 보내거나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NYPD 성범죄 전담반/인신매매 핫라인(NYPD Special Victims/Human Trafficking Hotline): 
모든 청소년에게 연중무휴 상시(24/7/365) 개방됩니다. 646-610-727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Safe Horizon: 24시간 운영하는 핫라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1-800-621-467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Covenant House: 16 ~ 21세 청소년을 위한 위기 상담 및 긴급 주택. 
212-613-0300번으로 전화하거나 커버넌트 하우스(Covenant House)를 방문하십시오. 

• Day One: 착취, 인신매매 등의 범죄로 인한 남녀 피해자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데이트 폭력 
상담 및 관련 교육 제공: 전화 212-566-8120, 내선 5692번으로 문의하거나 
이메일 socialworker@dayoneny.org를 통해 상담 받으십시오. 

• GEMS: 뉴욕시 여성 청소년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Girls Educational & Mentoring Services, 
GEMS)에서는 단기 돌봄 및 위기 관리, 법정 변호, 임시 주거지 및 주거 지원 서비스와 사례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12-926-808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인신매매 피해자 및 조직폭력단 연루 청소년을 위한 문신 제거(Tattoo Removal for 
Trafficked or Gang involved Youth) 이메일: tattoo.removal@acs.nyc.gov 

• 절박한 위험 상황인 경우, 911에 신고하십시오. 

맨 위로 돌아가기 

괴롭힘 
괴롭힘은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온라인(사이버 불링)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끔찍한 경험이 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부모님, 선생님, 코치, 교장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https://www.yourlifeyourvoice.org/Pages/home.aspx
https://polarisproject.org/get-assistance/national-human-trafficking-hotline
http://www.covenanthouse.org/
mailto:socialworker@dayoneny.org
mailto:Child.tattoo.removal@acs.nyc.gov


•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거나 전화  
212-423-3000(월요일~토요일)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뉴욕시 교육부(NYC Department of Education)에 속한 학생의 경우, 학생 간 차별 행위, 위협, 
폭행(성추행 포함) 및/또는 괴롭힘 사례를 신고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DOE 정보 제공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돌아가기 

가족 계획 옵션 

• Planned Parenthood Affiliates of NYC: 건강 검진, 피임, 산전 건강 관리, 
성매개감염증(STI) 검사, PEP, LBGTQIA 건강, PrEP, 임신 중절 시술 및 몇몇 다른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Planned Parenthood 센터를 찾아주십시오. 전화 1-800-230-PLAN 또는 
온라인 예약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 New York-Presbyterian's Family Planning Practice: 성인과 청소년 여성(45세까지)을 
위한 가족 계획 센터(Family Planning Center)와 14~35세 남성을 위한 남성 클리닉(Young 
Men’s Clinic)이 있습니다. 전화, 영상 통화 및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문의: 212-305-9321 

맨 위로 돌아가기 

청소년 부모 지원 
십 대 청소년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한층 증폭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육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Mount Sinai Adolescent Health Center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부모 프로그램(Teen Parent 
Program)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린 부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의 신원을 기밀로 보장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전화 문의처를 이용하십시오. (전화:  
212-423-3000) 

• 센터는 운영 시간이 아니더라도 당직 소아과 의사와 24시간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212-423-3000번으로 전화해 당직 소아과 의사를 찾으십시오. 

맨 위로 돌아가기 

주택 지원 
• 뉴욕시 청소년 및 지역 공동체 개발국(NYC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에서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Runaway and Homeless Youth, RHY)을 
대상으로 비상 거주지와 임시 숙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HY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ovenant House: 연중무휴, 주 7일 24시간 개방하며 곤경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소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212-613-0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eenhealthcare.org/article/bullying/?searchterm=bullying
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
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
https://www.plannedparenthood.org/planned-parenthood-greater-new-york/get-care/our-services
https://www.teenhealthcare.org/
https://www1.nyc.gov/site/dycd/services/runaway-homeless-youth.page
https://www.covenanthouse.org/


• The Door: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중무휴 주 7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Jazzy Smith에게 이메일 jasmith@door.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돌아가기 

청소년을 위한 ACS 자원 
현재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최근 독립 생활로 퇴소한 청소년 또는 다른 AC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지금이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 주거, 취업 준비 및 교육을 받는 것부터 모든 일에 협력할 수 있는 ACS의 
전문가 팀과 기관 사례 기획자를 포함해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의 청소년 섹션을 방문하거나 대행사 사례 기획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확실히 모를 경우 ACS 지원실(Office of Advocacy)에 문의하여 도움과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돌아가기 

 

mailto:jasmith@door.org
https://www1.nyc.gov/site/acs/youth/youth.page
https://www1.nyc.gov/site/acs/about/advocacy.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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