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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지역 사회를 위한 서비스 리소스 목록 

 
허리케인 헨리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뉴욕 보건 및 정신 건강부(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는 뉴욕시 아이티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리소스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운영 시간과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예약하려면 언제든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이 목록은 참고용입니다. 뉴욕 보건부는 뉴욕 주민이 서비스와 일반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명 서비스 주소 전화 언어 요금 및 결제 
옵션 

서비스 설명 

우편번호: 11210             

Global Trauma Research 정서/정신 건강 
지원 

2329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0 

800-461-
9350, 내선 0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보험, 
자비 

개인 상담, 외래 정신 
건강 프로그램 

JCCA Family Support 정서/정신 건강 
지원 

858 E. 29th St., 
Brooklyn, NY 
11210 

917-808-4800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무료, 
보험, 
자비, 
슬라이딩 
요금 

육아 지원 프로그램, 관계 
또는 가족 상담, 청소년 상담  

Millennium Development - 
Philip Howard NORC 

 사회복지 서비스 1655 Flatbush 
Ave., Brooklyn, 
NY 11210 

718-258-6000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장애 신청 지원, 건강 검진, 
혈압 검사 

JBFCS - Southern Brooklyn 
Family Services 

정서/정신 건강 
지원 

2233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0 

718-258-1714 영어, 스페인어 
등 

무료 외래 정신 건강 프로그램, 
육아 지원 프로그램, 케이스 
관리 

Catholic Charities of 
Brooklyn and Queens - 
Flatbush Addiction 
Treatment Center 

사회복지 서비스, 
건강 보험  

1623 Flatbush 
Ave., Brooklyn, 
NY 11210 

718-951-9009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건강 보험 신청 지원, 구직 
상담, 직업 그룹 치료, 케이스 
관리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Brooklyn - 
Nostrand Avenue 

사회복지 2250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0 

866-563-9461  영어, 
스페인어 등 

무료 소셜 시큐리티 신청 지원, 
소셜 시큐리티(SSI 및 SSDI) 
신청 지원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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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are, Inc. - Brooklyn 홈 케어 1781 Flatbush 
Ave., Brooklyn, 
NY 11210 

516-731-3770 영어 무료, 
보험, 
자비, 
슬라이딩 
요금 

24시간, 자택 개인 관리  

Healthfirst - Flatbush 
Community Office 

건강 보험 지원 2166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0 

866-463-6743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보험 

이민자, 난민, 망명자, 실업자 
서비스 

Kumon - Brooklyn - 
Nostrand Avenue 

교육/지도  2481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0 

718-490-5781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자비   

GrowNYC - Flatbush 
Junction Farmstand 

팬트리: 신선한 
과일 및 채소  

2151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0 

212-788-7897 영어 자비 식품 픽업 *토요일,  
9 a.m.-2 p.m. 

Family Head Start 교육 3017 Glenwood 
Rd., Brooklyn, 
NY 11210 

718-859-7720 영어 무료 조기 교육 프로그램, 조기 
학습자 프로그램, 유치원, 
Head Start 

우편번호 11226             

CAMBA - Legal Services for 
the Working Poor - 
Flatbush 

이민/법률 지원 20 Snyder Ave., 
Brooklyn, NY 
11226 

718-557-1379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이민 변호 및 법률 서비스, 
퇴거 및 압류 방지,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  

Bridging Access to Care - 
Flatbush 

정서/정신 건강 
지원 

2261 Church 
Ave., Brooklyn, 
NY 11226 

347-505-5126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러시아어 

무료, 
보험, 
자비, 
슬라이딩 
요금 

개인 상담, 케이스 관리, 
HIV 치료, Harm Reduction 
Relapse Prevention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협조 

Gospel Tabernacle Church 
of Jesus Christ Apostolic 

팬트리: 식품 2314 Snyder 
Ave., Brooklyn, 
NY 11226 

718-282-3920 영어 무료 식품 팬트리 *토요일,  
10 a.m.-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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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Grace 팬트리: 식품 11 Woods Pl., 
Brooklyn, NY 
11226 

718-693-7074 영어 무료 식품 팬트리 *화요일,  
11 a.m.-1 p.m. 

Praxis Housing Initiatives - 
Lincoln Hotel 

 주거 694 Lincoln Pl., 
Brooklyn, NY 
11216 

212-293-
8404, 내선 
434 

영어 무료 임시 주거: HIV/AIDS, 노숙자, 
추천 필요, 18세 이상. 
*24시간 운영 

우편번호 11225             

Full Gospel Assembly 팬트리: 식품 및 
의복 

131 Sullivan Pl., 
Brooklyn, NY 
11225 

718-940-9687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팬트리: 의복, 신발 및 식품  
*수요일, 1 p.m.- 2 p.m. 

WellLife Network - 
Brooklyn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 Team 

행동 건강  1669 Bedford 
Ave., Brooklyn, 
NY 11225 

718-439-8972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자비, 보험 케이스 관리, 정신 건강 지원 
그룹, 외래 약물 중독 치료, 
주택 탐색 지원 

Sun River Health - Bedford 
Mental Health Clinic 

행동 건강  1669 Bedford 
Ave., Brooklyn, 
NY 11225 

855-681-8700 
내선 1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슬라이딩 
요금, 자비 

분노 관리 수업, 외래 정신 
건강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개인 상담    

Heart to Heart Social Adult 
Day Service 

건강 활동 209 Empire 
Blvd., Brooklyn, 
NY 11225 

718-305-6200 영어 자비, 보험 발달 및 신체장애인 지원, 
수업, 예술, 요리, 컴퓨터 및 
사회적 활동 

CUNY Citizenship Now!  
Medgar Evers College 
Immigration Center 

이민/법률 지원 1150 Carroll St., 
Brooklyn, NY 
11225 

  영어 무료 이민 변호 및 법률 서비스 

CMC Workforce - 
Construction Career 
Pathways Program 

고용 495 Flatbush 
Ave., Brooklyn, 
NY 11225 

845-332-6113 영어, 
스페인어, 
아이티 
크리올어,  

슬라이딩 
요금, 자비 

18세 이상: 구직 지원, 직업 
훈련, 건설 견습생 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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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11203             

Life of Hope 이민/법률 지원 710 E. 37th 
St., Brooklyn, 
NY 11203 

718-362-3162 영어, 프랑스 
크리올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시민권 취득 준비, 성인 기본 
교육(ABE), 성인 문자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진로 
상담, 케이스 관리,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SL) 수업 

Original Pentecostal 
Apostolic Church 

팬트리: 식품 3901 Ave. D., 
Brooklyn, NY 
11203 

718-703-8867 영어 무료 식품 팬트리 *토요일, 9 a.m.-11 
a.m. 

우편번호 11249             

Millennium Development 팬트리: 식품 114 Taylor St., 
Brooklyn, NY 
11249 

718-388-9242 영어, 
스페인어 

무료 장애 신청 지원, 노인 서비스 및 
활동 

추가 리소스:              

American Red Cross of 
Greater New York 

허리케인 헨리 
정보  

520 W. 49th 
St., New York, 
NY 10019 

877-733-2767 영어, 프랑스 
크리올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케이스 관리, 대피소 및 기타 재해 
관련 서비스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허리케인 헨리 
정보  

    영어, 프랑스 
크리올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재해 지원 프로그램 및 비상사태 
대비, 대응 및 복구에 대한 번역 
정보는 
fema.gov/assistance/languages를 
참조하세요. 

Safe and Well 허리케인 헨리 
정보  

    영어, 프랑스 
크리올어, 
아이티 
크리올어 

무료 safeandwell.org의 American Red 
Cross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중한 
사람 찾기 

NYC WELL  행동 건강      영어, 프랑스 
크리올어, 
아이티 
크리올어 

  전화: 888-692-9355, 채팅: 
nyc.gov/nycwell, 또는  
nycwell.cityofnewyork.us/en/find-
services에서 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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