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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I+ 커뮤니티의 뉴욕 시민을 위한 정신
건강 자원
이 안내서에는 LGBTQI+ 커뮤니티, 그들의 가족 및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신 건강 정보와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GBTQI+ 뉴욕 시민들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안내서에 포함된 기관
및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서비스는 물론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확증된 케어를
제공합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온라인 또는 전화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알려진 경우). 그러나 아래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운영
시간, 비용 및 제공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 및 지원 그룹 →

LGBTQI+ 청소년 노숙자 지원 →

정신 건강 및 회복 탄력성 지원 앱 →

LGBTQI+ 이민자 및 망명자 지원 →

상담 및 치료 →

도움 찾기 — 자원 안내서, 지도 및
제공업체 디렉토리 →

위기 상담 및 자살 예방 →
성별 확증 케어 →

지지자들을 위한 자원 →

고령 LGBTQI + 뉴욕 시민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

대화 및 연결

^ 맨 위로

동료 및 지원 그룹:
비슷한 삶을 경험한 동료와의 교감을 통해 자신이 처한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BTQI+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동료 및 지원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기관들입니다.

• 10대 청소년, 부모, 보호자, 기타 가족 구성원 및 성인을 위한 무료
온라인 그룹 - Gender Spectrum 제공. 이 그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원 커뮤니티의 위로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국 핫라인의 청소년과 성인 대상 무료 비밀 동료 지원 서비스 LGBT의 전국 도움 센터(National Help Center) 제공. LGBT 전국
청소년 핫라인(National Youth Hotline)은 800-246-7743, LGBT
전국 고령자 핫라인(National Senior Hotline)은 888-234-7243,
LGBT 전국 핫라인(National Hotline)은 888-843‑4564로
전화하세요.
• 전화 및 가상으로 진행되는 무료 개인 및 그룹 동료 지원 서비스 CAMBA의 Young Men’s Health Project 제공. 자세한 내용은
CAMBA의 Young Men’s Health Project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917) 626-8665로 전화하세요.
• 술을 절제하거나 금주에 관심이 있는 여성 및 생물학적 성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회복 지원 회의 - Tempest’s Bridge
Club 제공.
• 기관 유형,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유형 및 자치구별로 분류된
LGBTQ 자원의 포괄적인 목록 - 뉴욕시 감사국(New York City
Comptroller)의 LGBTQ 가이드 제공. 검색 필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 및 동료 지원 그룹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및 회복 탄력성 지원 앱:
대처 요령, 자가관리 정보 및 기타 자원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Spectrum은 고립되어 있거나, 성적 정체성을 감추고 있거나, 위험에
처한 성소수자(퀴어)에게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자원과 정보를 찾고,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퀴어
커뮤니티 앱입니다.
• Liberate은 BIPOC(흑인, 토착민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위한 구독
기반의 명상 앱입니다. BIPOC 명상 교사가 앱을 통해 명상을 지도하며
이들 중 일부는 LGBTQI + 커뮤니티의 회원입니다.
• NYC Well 웹사이트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 건강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권장 앱 목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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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불안, 불확실성, 슬픔 또는 애도의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진다면 전문전인 케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BTQI
+ 커뮤니티에 전문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입니다. 또한
미국정신건강기구(Mental Health America)에서 제공하는 이 자원에서는
LGBTQI+-친화적인 치료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치료:
• 동성 가족과 커플을 위한 치료 요법 - Ackerman Institute for
the Family 제공.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가진 정신 건강 전문가와 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원격 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수수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접수 부서(전화: 212‑879‑4900,
내선번호: 122)로 전화하세요.
• 뉴욕시의 카리브해 LGBTQ+ 사람들을 위한 문화에 맞는 무료
정신 건강 서비스 - 카리브해 평등 프로젝트(Caribbean Equality
Project) 제공. 현재 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예약은
347-709-3179로 전화하세요.
• 자신의 성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별
상담 및 원격 의료 서비스 - TransNewYork 제공. 대면 또는 원격 상담
예약은 917-789-7490으로 전화하세요.
• 트랜스 및 시스 여성, 모든 논바이너리 및 생물학적 성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법적 문제에 처한 모든 여성들을 위한 트라우마
중점 치료 -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과 협력하여 여성 교도소 협회(Women’s
Prison Association) 제공.
•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약물 사용 치료와 회복 지원 -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부속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센터(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Center) 제공. 자세한 정보는
646-556-9300으로 전화하세요.

위기 상담 및 자살 예방:
•

전화, 문자 또는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연중 무휴 지원
서비스 - TrevorLifeline/채팅/문자 제공.

• 트랜스젠더와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위기 지원 TransLifeLine 제공. 877-565-8860으로 전화하세요.
• NYC Well은 간단한 상담, 동료 지원, 위기 상담 및 진행 중인 정신
건강에 대한 의뢰를 비롯해 비밀이 유지되는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숙련된 상담사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주 7일 20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화: 1-888-NYC-Well(692-9355)
문자: 65173으로 “Well” 전송 또는
온라인 채팅(nyc.gov/nycwell).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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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확증 케어:
다음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트랜스젠더 행동 건강 서비스와 신체 건강 그리고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별을 확증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합한 트랜스젠더 케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트랜스에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 호르몬 모니터링 치료, 성별 확증 편지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환자가 모든 영역의 건강 및 행복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진료
제공자 및 정신 건강 제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에서의 트랜스젠더 건강 및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해서는
Callen-Lorde에 연락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212-271-7200으로
전화하세요. 또한 Callen-Lorde의 TransAtlas는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및 양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상의 건강과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온라인 대화형 지도 및 디렉토리를 제공합니다.
• 1차 진료 및 호르몬 치료 요법이 포함된 포괄적인 트랜스 확증 의료와
행동 건강 관리 및 기타 서비스 - Gerald J. Friedman Transgender
Wellness Center 제공. 자세한 정보는 212-434-3556으로
전화하세요.
• LGBTQ+ 개인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및 성별 확증 케어 NYC Health + Hospitals의 Pride Health Centers 제공.
212-925-5000으로 전화해서 언어 안내가 끝나면 3번을 눌러
간호사에게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세요.
• 개인과 가족을 위한 개별 상담, 지원 그룹, 정신과 평가 및 지속적인
심리 치료 지원과 같은 트랜스젠더 특정 지원 서비스 및 기타 행동
건강 지원 서비스 - 시나이 산의 트랜스젠더 의학 및 수술 센터(Mount
Sinai’s The Center for Transgender Medicine and Surgery,
CTMS) 제공. 자세한 정보는 212-604-1730으로 전화하세요.

고령 LGBTQI+ 뉴욕 시민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뉴욕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으며 COVID-19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 심지어 자살의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연결을 확대하고 고령 LGBTQI+ 뉴욕 시민의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원입니다.

• 힘든 시기에 고령층의 사회적 연결을 확대하고자 커뮤니티 구성원과
지지자들이 LGBTQ+ 고령층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 안부 전화
- SAGEConnect 제공. 이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양식을 작성하세요.
• LGBTQ+ 은둔형 고령층 유색 뉴욕 시민에 중점을 둔 자원 봉사자의
무료 정기 방문 서비스 - 뉴욕시 노인국(NYC Department for the
Aging)과 협력하여 GRIOT Circle 제공.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718-246-2775(내선번호:
21)로 전화하세요.

LGBTQI+ 청소년 노숙자 지원:
• 노숙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16-24세의 LGBTQ 청소년 대상 정신 건강, 주거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서비스 - The Ali Forney Center 제공. 도움을 원하시면
212-206-0574로 전화하세요.
• 12-24 세의 LGBTQ 청소년을 위한 정신 건강, 주거 및 기타 지원
서비스 - The Door 제공. 현재 상담 서비스는 가상으로 제공됩니다.
상담을 예약하시려면 212-941-9090(내선번호: 3452)로 전화하거나
MHintakes@door.org로 이메일을 보내세요(Habla Español).
• LGBTQ+ 청소년을 위한 정신 건강 및 기타 지원 서비스 - The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 New York Charities 제공.
청소년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12- 629-7440(내선번호: 226)으로 전화하세요.

LGBTQI+ 이민자 및 망명자 지원:
• 트라우마와 고문을 겪은 LTBTQ+ 망명자 및 망명 신청자를 위한
정신 건강 및 기타 지원 서비스 - NYC Health + Hospitals의 특별
프로그램인 Program for Survivors of Torture 제공. 서비스를
원하시면 212-562-8713으로 전화하세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탈출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레즈비언과 게이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정신
건강 및 동료 지원 서비스 - Jewish Community House (JCH)
of Bensonhurst 제공. 서비스를 원하시면 718-943-6326 또는
718-331-6800(내선번호: 190)으로 전화하세요.
•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출신의 최근 LGBTQ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위한 무료 정신 건강 상담 및 동료 지원 서비스 - African Services
Committee 제공. LGBTQ 최근 이민자들이 겪는 특정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212-222-3882(내선번호: 2148)로 전화하세요.

도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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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BTQI+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확증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정신
건강 제공자의 전체 목록 - NYC Well의 서비스 디렉토리 제공. 이
디렉토리와 온라인 대화형 지도를 통해 지역별, 전문 분야별 및 보험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LGBTQ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직 및 서비스 제공자의 포괄적인 목록
- New York City Unity Project LGBTQ COVID-19 자원 안내서
제공. COVID-19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별 확증 케어, 상담, 1차 진료 및 성 건강을 위한 LGBTQ 건강
서비스의 온라인 대화형 지도와 디렉토리 - NYC Health Map 제공.
• LGBTQI+ 커뮤니티를 수용하고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는 행동 건강
전문가 검색 - GLMA의 제공자 디렉토리 제공.

지지자들을 위한 자원

^ 맨 위로

연구에 따르면 가족 수용은 LGBTQ+로 간주되는 젊은 성인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원에서는 가족과 지지자들이 LGBTQ+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LGBT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가족을 위한 교육 자료 및 자원 가족 수용 프로젝트(Family Acceptance Project) 제공.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은 LGBT 자녀를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원은 영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 부모와 가족을 위한 정보, 교육 및 지원 - Gender Spectrum
Education and Training 제공. 이 기관은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을
위한 성 인지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Mayor’s Office of
ThriveNY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