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청소년 정신 보건 및 사회 서비스 
 

 

NYC 패밀리 리소스 센터 

감정, 행동,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출생부터 24세까지)의 부모/양육자에게 가정 및 

청소년 또래 모델을 사용해 개인 및 그룹 패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정서적 지원, 대변, 정보 및 리소스, 커뮤니티 리소스 소개, 

교육 워크숍, 레크레이션 활동, 휴식 등을 제공합니다. 

 북부 브루클린: 

북부 브롱스: 718-290-8100 

718-220-0456 남부 브루클린 

남부 브롱스: 347-462-8124 

718-220-3868 동부 퀸즈: 

북부 맨해튼: 347-644-5711 

212-410-1820 서부 퀸즈: 

남부 맨해튼: 718- 651-1960 

212-964-5253 스태튼 아일랜드: 

 718-698-5307 

 

핫라인 

뉴욕시 아동학대 신고(Child Abuse Reporting 

NYC) 

의무 신고자(Mandated Reporter): 

1(800) 635-1522 

일반 대중: 1(800) 342-3720 

비상시 911로 전화하십시오. 

Office of Safety First 

(아동 보호 신고 후속조치) 

의무 신고자(Mandated Reporter): 718-543-7233 

일반 대중: 212-676-9421 

전미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1-800-271-8255 

범죄 피해자 핫라인(Safe Horizon) 가정 폭력 

핫라인: 1- 800-621-HOPE (4673) 

모든 범죄 및 가정 지원: 1-866-689-HELP (4357) 

강간 및 성폭력: 1-212-227-3000. 

주 7일 24시간 운영 

비상시 911로 전화하십시오. 

NYS 중독 희망 라인(Addiction Hopeline) 

1-800-522-5353 

NYC 비상 음식 라인 

1-866-888-8777 

시장직속 이민자 지원실(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212) 788-7654 

전미 가출 헬프 라인(National Runaway Helpline) 

1-800-786-2929 

Growing Up Healthy 핫라인 

(10대 임신 관련) 1-800-522-5006 

The Trevor Project Lifeline 

1-866-488-7386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정보 

채팅 

nycwell.cityofnewyork.us/en/ 

65173번으로 WELL 텍스트 발송 

전화 1-888-NYC-WELL 
(1-888-692-9355) 

 

 

명절을 포함해 주 7일 24시간 정신 보건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YC Well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증을 갖춘 카운슬러가 자살 예방 및 위기 카운슬링 제공 
• 또래 지원 및 단기 카운슬링 

• 정신 보건 서비스 이용 및 예약 지원 

• 서비스 효과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200여 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 



 

 

 

Children’s Single Point of Access (CSPOA) 

집중 정신 보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 감정 장애 아동을 위한 중앙 의뢰 

시스템 다음을 포함한 커뮤니티 서비스에 21세 이하 환자 소개: 

• 보건 홈케어 관리(Health Home Care Management) 

• 메디케이드가 아닌 케어 지원 

• 커뮤니티 레지던스 

그 밖의 정보: 347-396-7205 

기타 NYC 

리소스는 

311에 전화 문의 

 

청소년 스킬 센터(Adolescent Skills Centers) 

https://www.vibrant.org/what-we-do/community-programs/youth-young-adult-services/adolescent-

skills-centers/ 

학교 생활이나 구직 및 취업을 방해하는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16-21세 청소년 대상. 케이스 매니저, 카운슬러, 

취업 전문가, 청소년 대변인 및 교사가 직업 교육 및 개발과 중등 및 고등 교육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맨해튼 퀸즈 브롱스  

YES 청소년 스킬 센터 청소년 스킬 센터 청소년 스킬 센터 

50 Broadway, 8th Floor 29-46 Northern Blvd, 2nd Floor 975 Kelly Street, Suite 302 

New York, NY 10004 Long Island City, NY 11101 Bronx, NY 10459 

(212) 254-0333, 내선: 861 (646) 738-5131 (718) 292-7880, 내선: 6120 

  BronxASC@mhaofnyc.org 
 

 
 

 

HiteSite 

www.HiteSite.org 

NYC 정신 건강 제공처 및 서비스 목록

온라인 리소스 

전미 학교 정신 건강 센터 (National Center for School Mental Health) 

http://csmh.umaryland.edu/ 

기술적 지원 및 리소스 

NYS 정신 보건 담당실 제공처 검색 

https://my.omh.ny.gov/bi/pd/saw.dll?PortalPages 뉴욕주 정신 

보건 제공처 목록 

NYC 학교 정신 건강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

and- wellness/mental-health 

정신 건강 정보에 대한 교육청 웹사이트 

청소년 및 커뮤니티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https://www1.nyc.gov/site/dycd/index.page 

방과후 리소스 검색 

 

UCLA 학교 정신 건강 센터(Center for Mental Health in Schools) 

http://smhp.psych.ucla.edu/ 

트레이닝, 인쇄용 리소스, 기술적 지원 

NYU 아동 연구 센터(Child Study Center) 

https://nyulangone.org/locations/child-study-center 양육자 및 제공처를 

위한 웨비나, 발표, 정보 

Child Mind Institute 

https://childmind.org/ 

다양한 진단에 대한 무료 정보 및 안내 

 

 
 
 

교내 정신 및 행동 건강 서비스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MH@schools.nyc.gov 
 

SMH Resource Sheet 
T&I-2988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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