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뉴욕 젊은 층들이 의기소침해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건강 정보와 

서비스를 담고 있습니다. 본 안내의 모든 자원은 무료이며 전화, 문자 

또는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 아동, 10대 및 청년

• 부모와 보호자

•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

10대와 청년(13-24)을 위한 자원

배우기

자신의 심정을 이해하고 정신 건강에 관해 배우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KidsHealth의 짧은 동영상은 청년들의 슬픈 감정을 알아보고 정상화하고 
대처 전략을 공유합니다.

• 청년 건강은 청년의 정서 건강을 위한 교육 자원입니다.

• Press Pause 의 마음 달래기에 대한 10개의 애니메이션은 침울하게 만드는 
일반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10대를 돕습니다.

• UNICEF의 10대를 위한 6가지 정신 건강 전략은 COVID-19 사태 동안에 
10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합니다.

대화 및 연결

친구와 가족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 불안을 감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OK2TALK는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10대와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자신들이 겪은 회복, 비극, 고통 및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틴 토크는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고, 지원이 필요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Jed Foundation과 Ad Council의 Seize the Awkward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연결 전략을 제시하고,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틴 라인 온라인에서는 오후 8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경청, 
우려사항 파악, 대안책 찾기 등의 교육을 받은 10대가 도움을 제공합니다.

도움 요청

스트레스 증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와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밀이 유지되고 무료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서비스로 연락을 
해보세요. 

• NYC Well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의 언어로 비밀이 유지되는 
정신 건강과 약물 남용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주 7일 무료로 제공합니다. 
1-888-NYC-WELL(692-9355)에 전화하거나 “Well” 문자를 65173으로 
보내세요. nyc.gov/nycwell에서 온라인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위기 문자 라인에서 정서 지원과 정보를 무료로 24/7 제공합니다. 741741로 
“HOME” 문자를 보내면 연중무휴 24/7 무료 위기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ULifeline은 대학생에게 정신 건강 자원을 제공합니다. 즉시 지원을 받으려면 
741-741로 “START” 문자를 보내거나 1-800-273-TALK(8255)에 
전화하세요. 

•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학생을 위한 
가상 상담 예약. 

• 트레버 프로젝트(Trevor Project)는 LGBTQ 청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24/7 자살 방지와 위기 개입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1-866-488-7386에 전화하세요.

• 국가자살예방 생명의 전화(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밀이 유지되는 지원, 예방 및 위기 자원, 
전문가를 위한 모범 사례를 무료로 24/7 제공합니다. 1-800-273-8255에 
전화하세요.

뉴욕 젊은 층의 부모, 보호자 및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

삶 속에서 청년들과 힘을 주는 대화를 하는 요령

1. 살아가면서 아동, 10대 또는 청년들이 느끼고 알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살펴보도록 노력하세요. 일상적인 어조로 관심을 표하는 
대화체를 유지하세요. 

2. "이유를 알 것 같아" 또는 "그런 감정은 정상이야"와 같이 공감하는 말을 
사용하여 그들의 감정과 우려를 인정해 주세요.

3. 그들이 대화를 이끌도록 따라주고 경청해 주세요. 신규 확진자나 사망자 
수와 같이 COVID-19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공유"하지 
마세요.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그들이 감정을 추스리고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데 집중하세요. 

5. 도움을 요청하도록 격려하고 적절한 자원을 공유하세요. 

TeenMentalHealth.org에서 힘을주는대화요령에대해좀더알아보세요. 

부모 및 보호자 

배우기 

COVID-19가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생각해보고 
이해하면 실제 생활에서 아동, 10대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국립아동외상스트레스 네트워크(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일반적인 반응, 가족의 대처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전염병이 가족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내.

• Child Trends에서 제공하는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아동의 회복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 

• 잠재적 정신 건강 문제와 일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Child Mind 
Institute의 증상 검사기.

• Sesame Street in Communities는 보건 비상 사태에 자녀의 안정을 
보호하는 기사 모음을 제공합니다.

• Creative Curriculum ReadyRosie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과 COVID-19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간략한 연구 중심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 Child Mind Institute에서 육아에 관한 COVID-19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에 참여하세요.

• 자신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알맞은 앱이나 온라인 도구 검색을 
도와주는 NYC Well 앱 라이브러리를 살펴보세요.

대화 및 연결

정기적으로 힘을 주는 대화를 하면 청년들의 삶에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녀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립아동외상스트레스 네트워크의 부모 대상 정보 시트.

• 국립학교심리학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와 
전국학교간호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Nurses)가 
청소년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들의 두려움에 대해 함께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국립아동외상스트레스 네트워크의 영유아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과 이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

• 보호자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미국 수화(ASL) 유튜브 
동영상.

해야 할 일

나이대에 맞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회복력을 키워주고 청년들 간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건강 비상 사태에 아이들이 잘 놀고 회복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간단한 
활동을 Sesame Street in Communities에서 제공합니다.

• #COVIBOOK: 전 세계의 어린이 지원과 북돋우기는 25개 이상의 언어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나의 영웅은 바로 너”는 COVID-19로 타격을 입은 여러 나라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개발된 아동 삽화책입니다.

• 5세 이하 아동을 위해 Sesame Street 및 Public Broadcasting Service가 
제공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는 그림책”.

• 자가 격리 동안 아이들이 대처하도록 돕기는 미국아동 청소년정신의학학회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에서 
추천하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 요청

스트레스나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 부모 또는 보호자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밀이 유지되는 무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원격 정신 건강 서비스가 COVID-19 사태 동안에 학생과 가족들에게 
제공됩니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원격 정신 건강 지표를 
방문하세요.

• NYC Well은 비밀이 유지되는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숙련된 상담사가 하루 24시간, 주 7일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1-888-NYC-WELL(692-9355)로 전화하거나, “Well” 문자를 65173에 
보내거나, nyc.gov/nycwell에서 온라인 채팅을 하세요. 

• 뉴욕주의 COVID-19 정서 지원 헬프라인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불안감이 커지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헬프라인은 정신 건강 전문가를 
포함해 위기 상담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로 운영됩니다. 844-863-9314로 
전화하세요.

• 시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및 사설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 위치: NYC Well 
서비스 검색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무료 또는 저렴한 정신 건강 서비스: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의 서비스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뉴욕시의 저소득, 무보험자 또는 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정신 건강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 정보 도구(Health 
Information Tool for Empowerment, HITE)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심각한 정서 장애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지원: 아동의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방문하세요.

청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배우기 

COVID-19 팬데믹이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할수록 
아동, 10대 및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Wide Open School의 온라인 포털은 교육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사회-정서 학습 및 명상 자원을 공유합니다. 

• 전국아동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는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은 출생부터 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실감에 대한 아동 도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 전국아동교육협회는 가정과 커뮤니티에서 출생부터 8세까지의 아동이 
스트레스와 폭력에 대처할 수 있게 돕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적응 및 지원

전문가의 조언과 COVID-19 전용 도구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영유아 정신 건강 상담 최고 
센터의 툴키트 “COVID-19 및 영유아 정신 건강 상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COVID-19 위기에 
대응해 영유아 정신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전국아동상담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unsel for Children)의 웹 
세미나 “COVID-19 사태 동안에 열렬한 지지: 실용적인 요령과 모범 사례”
는 유아와 그 가족들을 대변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 ZERO to THREE의 “웹 세미나 시리즈: COVID-19 사태 동안의 학대와 
방치 처리”는 COVID 사태 동안의 학대와 방치의 가능성을 다루며, 임상의, 
가정 방문, 조기 유아 교육자 및 아동 복지사의 역할을 전합니다. 

• 국가자살예방 생명의 전화(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밀이 유지되는 지원, 예방 및 위기 자원, 
전문가를 위한 모범 사례를 무료로 24/7 제공합니다. 1-800-273-8255로 
전화하세요.

아동, 10대, 청년들을 위한 COVID-19 
정신 건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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