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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에는 범법자른 사람, 최근에 수감되었거나 수감된 
사랑하는 자가 있는 사람, 수감된 부모가 있는 아이의 
보호자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정신 건강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 건강 자원과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모든 자원은 무료, 기밀이며 전화, 문자 또는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범법자를 위한 자원 

다음 기관을 통해 무료, 기밀의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entral Harlem의 CASES Nathaniel Clinic
의 원격 정신 건강 서비스는 13세 이상의 신규 및 
기존 고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소개를 받으려면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12‑553‑670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The Fortune Society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치료 
프로그램은 전화 또는 비디오를 통해 새로운 소개를 받고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초기 평가, 정신과 
평가, 개별 치료, 위기 중재 및 약물 관리 
후속 세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ew Tate에게 929‑487‑9916번 또는 
atate@ fortunesociety. org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물 사용 치료 프로그램은 초기 평가, 개별 
상담 및 그룹 세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Jasmine Lastra에게 929‑487‑9495번 또는 
jlastra@ fortunesociety. org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라우마 집중 치료는 Women’s Prison 
Association(WPA)에서 트랜스 및 시스 여성을 
포함한 논바이너리 및 젠더넌컴포밍 개인을 포함한 모든 
범법 관련 여성에게 제공됩니다. 스페인어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347‑803‑3535번 또는 347‑820‑0658
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건강 서비스, 약물 치료, 회복 지원 및 기타 
서비스는 HIV/AIDS, 구금, 약물 사용 및 행동 건강 
문제로 영향을 받는 모든 성별, 성적 취향, 인종 
및 연령의 사람이 EXPONENT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BT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카운슬러와 예약을 하려면 
212‑243‑34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면 연중무휴 위기 지원 라인 
917‑681‑85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재진입 서비스에 액세스하면 
다음을 포함하여 귀하 또는 귀하가 사랑하는 
자가 집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상 그룹 및 개별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재진입 
서비스는 Osborne Association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출소 전 석방 계획 및 재진입 사례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재진입 요구에 대한 소개 정보는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NYC Reentry 
Hotline(1‑833‑672‑373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PORTline은 NYC Health + Hospitals 파트너와 
함께 Correctional Health Services의 이니셔티브로 
교도소로부터 재진입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헬프라인입니다. Point of Reentry 
and Transition(PORT)은 의료,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요구를 지원하고 혜택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다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646‑614‑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chsportline@nychhc.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 문제: 범법 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DOHMH)에서 재진입하는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함께 대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가상 동료 그룹에 합류합니다.

• 가상 커뮤니티, 일대일 동료 지원 및 신속한 정신과 의사 
예약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범법자를 위한 Fountain 
House의 OnRamp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nramp@ fountainhouse. org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917‑676‑515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수감되었거나 수감된 사랑하는 자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자원

읽기 및 교육용 비디오 시청과 같은 연령에 맞는 
활동은 어린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원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활동:

• Sesame Street Workshop에서 부모의 수감에 
대처하는 6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설계한 복원력 
자원. 여기에는 어린이 동화책, 비디오, 활동 및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팁 시트를 포함한 무료 교육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감 부모의 자녀와 제의에 의해 설립되고 주도되는 
단체인 We Got Us Now의 수감 부모의 자녀를 위한, 
자녀에 대한 추천 도서.

• New York Initiative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에서 추천하는 수감 부모의 자녀를 위한, 자녀에 
대한 도서와 자녀와 가족이 판단, 비난, 꼬리표 없이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

COVID‑19가 젊은이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면 그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자원:

• New York State Kinship Navigator에서 제공하는 
비 부모 보호자를 위한 COVID‑19 자원 페이지를 
포함하여, 신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웨비나, 온라인 교육 비디오.

•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 of the Incarcerated at Rutgers University
의 온라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범법자 부모가 있는 
아동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지점에 대한 보호자를 
위한 팁.

• Youth.gov에서 제공하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수감 부모가 있는 아동의 정신 건강, 사회적 행동 및 
교육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

수감의 영향을 받는 다른 보호자 또는 가족과 
연결되면 지원을 받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원:

• Osborne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수감된 사랑하는 
자가 있는 보호자와 성인을 위한 가상의 건강한 관계 
워크숍 및 지원 그룹. 소개를 받으려면, Ivan Lucas에게 
ilucas@ osborneny. org 또는 929‑514‑002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법자른 자를 위한 COVID‑19 
정신 건강 자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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