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를 위한 COVID-19 지원 안내
아래 내용은 뉴욕 주민을 위한 지원입니다.

COVID-19에 관한 정보 및 
전염을 예방하는 방법
COVID-19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이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1.nyc.gov/site/
doh/covid/covid-19-main.page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COVID-19 백신 접종 장소
COVID-19 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yc.gov/covidvaccine을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가까운 백신 접종 장소를 찾으려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시거나 
877-VAX-4-NYC(877-829-4692)로 전화해 
주십시오. 비용은 전부 무료이며 많은 접종 
장소가 예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OVID-19 치료를 위한 이동형 검사소
자격을 충족하는 환자의 경우 신속 COVID-19 
검사와 항바이러스제 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예약이나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처 검사소를 찾으려면 nyc.gov/
covidtest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44-NYC4NYC 
(844-692-4691)로 전화해 주십시오.

NYC Test & Treat Corps
NYC Test & Treat Corps 정보가 필요한 
경우, testandtreat.nyc를 방문하거나 
212-COVID-19 (212-268-4319)로 
전화하여 추가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장기코로나후유증(롱 코비드)을 위한 
AfterCare
감염 후 수주일이나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증상이 있다면 AfterCare 연락처인 
212-COVID-19 (212-268-4319)로 전화한 
다음 4를 눌러 장기코로나후유증(롱 코비드)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의료 및 사회적 필요 지원을 
받으십시오. 
 � AfterCare - nyc.gov/aftercare

의료 서비스
응급 상황인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COVID-19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 
사항 의료적 요구:  

원격 의료 또는 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주십시오.
 � 담당 주치의가 없다면 844-NYC-4NYC 

(844-692-4692)로 전화해 주십시오.

우수 COVID-19 센터
NYC Health + Hospitals
Gotham Health, Broadway
우수 COVID-19 센터
815 Broadway, Brooklyn, NY 11206

NYC Health + Hospitals
Gotham Health, Roosevelt 
우수 COVID-19 센터
37-50 72nd St., Jackson Heights, NY 11372

NYC Health + Hospitals
Gotham Health, Tremont
우수 COVID-19 센터
1920 Webster Ave., Bronx, NY 10457

예약하려면 212-268-4319로 전화한 다음 0을 
누르십시오. 
뉴욕시 내 COVID 후유증 치료 클리닉의 전체 
명단이 필요한 경우 https://www1.nyc.gov/
assets/doh/downloads/pdf/covid/covid-
19-care-clinics.pdf를 방문해 주십시오.

의료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 명부: 의료 제공자를 
찾으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 NYC 건강 맵 - https://a816-healthpsi.
nyc.gov/nychealthmap

지원을 위한 의료 정보 도구(Health Information 
Tool for Empowerment, HITE)는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보험이 없는 사람들 및 보험 보장 범위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6,000개가 넘는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명부입니다.

 � HITE - hitesite.org

건강 보험: 뉴욕주 건강 마켓플레이스(New York 
State of Health Marketplace)를 통해 여러 
저비용 또는 무비용 건강 보험 플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nystateofhealth.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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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가입 상담원과 예약 방법: 

 � 전화: 646-NYC-CARE (646-692-2273)
 � 웹: https://www.nyccare.nyc

의료 비용 결제 지원:
다음 프로그램은 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New York Prescription(Rx) Card. 
877-321-6755에 전화를 하거나 
newyorkrxcard.com을 방문하십시오.

 � NeedyMed. 800-503-6897에 전화를 
하거나 needymeds.org를 방문하십시오.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RxAssist. rxassist.org를 방문하십시오.
 � 미국당뇨협회. insulinhelp.org를 

방문하십시오.

정신 건강 서비스: NYC Well이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 지원을 주 7일 하루 24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원과 통화하려면:

 � 888-NYC-WELL (888-692-9355)에 
전화를 하십시오.

 � 65173번에 “WELL”이라고 문자로 
보내십시오.

 � nyc.gov/nycwell에서 채팅을 하십시오.
 � 가까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지원 

지원을 알아보려면 nyc.gov/nycwell을 
방문하십시오.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
 � 특별 뉴욕시 보건부 성 건강 클리닉은 

현재 운영 중이며 한정된 인원의 직접 
방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및 성병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T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gov/health/clinics를 
방문하십시오.

 � HIV 및 기타 STI용 원격 의료 서비스는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중에 NYC 성 건강 클리닉 핫라인, 
347-396-7959번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IV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면 24/7 NYC 
PEP 핫라인(844-373-7692)으로 즉시 
전화해 주십시오.

 � 브롱크스, 브루클린, 맨해튼, 퀸스 및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현재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자, 그리고 클리닉에서 
HIV 및 STI 검사, 노출 전 예방적 조치(Pre-
exposure Prophylaxis, PrEP), 노출 후 
예방적 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 
PEP) 및 HIV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PlaySure Network 제공자,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서 HIV 관련 탐색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온라인 명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혜택
ACCESS NYC가 뉴욕 주민들이 적격한 혜택을 
찾고 신청하는 것을 돕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을 충족하면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18-557-139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access.nyc.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가정의 냉난방을 지원합니다.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에 800-342-300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otda.ny.gov/programs/heap를 
방문해 주십시오.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TA):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또는 여러분의 수입이 변변치 않다면, 
TA가 여러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800-342-3009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otda.ny.gov/programs/temporary-
assistance를 방문해 주십시오.

실직 지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직업을 
잃은 유자격 근로자를 위한 임시 수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888-209-8124에 전화를 하거나 
ny.gov/services/get-unemployment-
assistance를 방문하십시오.

금융 상담: 무료로 일대일 금융 상담을 받으려면 
nyc.gov/talkmoney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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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지원
모든 유형의 식품 지원을 받기 위해:

 � 311에 전화를 하여 “Get food”(식품  
얻기)라고 말하십시오.

 � 가까운 무료 음식 배급 장소를 알아 보려면 
877-877번으로 “NYC FOOD” 또는 
“NYC COMIDA”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 가까운 푸드 팬트리를 알아보거나 무료 식사 
배달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nyc.gov/getfood를 방문하십시오.

긴급 식품 지원: 
212-540-6923 또는 311로 전화를 하십시오.

기아 핫라인: 866-348-6479로 전화를 
하십시오. 스페인어는 3번을 누르십시오.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푸드 스탬프: 718-557-1399에 전화를 하거나 
access.nyc.gov를 방문하여 여러분이 등록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NAP”를 
검색하십시오.

가정 및 젠더 폭력 대응 서비스 
응급 상황인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NYC HOPE 서비스는 24시간 핫라인, 
800-621-467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nychope를 방문해 주십시오. 

COVID-19 중 생존자를 위한 지원을 이용하려면 
https://www1.nyc.gov/site/ocdv/get-
help/resources-for-survivors-during-
covid-19.page를 방문해 주십시오.

주거 지원
NYC 주택국(NYC Housing Authority, 
NYCHA): NYC 주택국의 자주 묻는 COVID-19 
관련 질문과 답변은 https://www1.nyc.gov/
site/nycha/about/covid-19-FAQ.page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뉴욕시장실 산하 세입자 보호국: COVID-19로  
영향을 받은 세입자를 위한 정보 및 지원은 
https://www1.nyc.gov/content/
tenantprotection/pages/covid19-home-
quarantine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NYC 세입자 지원 풀 퇴거 예방 도구: 
https://www1.nyc.gov/content/
tenantresourceportal/pages/를 
방문하십시오.

퇴거 예방: 퇴거나 기타 주거 또는 세입자 
문제를 위한 법률 서비스는 Legal Aid, 
212-577-3300 또는 Legal Services NYC에 
917-661-450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학교, 원격 학습 및 아이 돌봄
학교 재개학, 혼합형 학습 및 기타 사안에 관한 
뉴욕시 교육부 업데이트는 schools.nyc.
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
coronavirus-update을 방문해 주십시오.

뉴욕시 자녀 서비스 행정부를 통한 아이 
돌봄에 관한 내용은 https://www1.
nyc.gov/site/acs/about/covid19.
page#ChildCareAssistance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기타 지원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이민자를 위한 COVID-19 지원의 목록은 
nyc.gov/immigrants/coronavirus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이민 또는 뉴욕시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중에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MOIA) 
핫라인, 212-788-765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askMOIA@cityhall.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LGBTQ+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LGBTQ+를 긍정하는 COVID-19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목록은 nyc.gov/lgbtqcovid에서 
NYC Unity Project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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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원: 
장애인을 위한 COVID-19 지원의 목록은 
https://www1.nyc.gov/site/mopd/
resources/covid-19-resources-for-
people-with-disabilities.page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고령의 뉴욕 주민을 위한 지원: 고령의 뉴욕 주민을 
위한 지원 목록은 https://www1.nyc.gov/
site/dfta/services/covid-19-resources.
page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장례식 지원
장례식 지원: 수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718-473-8310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https://www1.nyc.gov/site/hra/help/
burial-assistance.page 또는 https://www1.
nyc.gov/site/helpnownyc/get-help/
funeral-burial-guidance.page를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두십시오
COVID-19와 인권: 주거, 고용, 공공 편의와 
관련된 보호책을 포함한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괴롭힘 또는 차별을 경험한 경우 불만을 접수하는 
방법, COVID-19에 관한 정보는 nyc.gov/
StopCOVIDHate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직장 법률 및 보호장치: 유급 병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COVID-19 동안 직장 법률 및 
보호장치에 관한 정보는 nyc.gov/assets/dca/
downloads/pdf/workers/Complying-
with-NYC-Workplace-Laws-During-
COVID-19.pdf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근로자 병가 및 가족 휴가: 뉴욕시 근로자는 
COVID-19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를 포함하여 
유급 및 무급 휴가에 관하여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COVID-19에 감염된 
여러분 자신 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상황과 
고용주 유형에 따라 무급 및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55-491-2667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거나 access.nyc.gov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반려동물
NYC COVID-19 반려동물 소유주 핫라인은 
주 7일 내내 오전 8시~오후 8시 중에 
877-204-882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COVID-19와 동물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은 https://www1.nyc.gov/site/
animalwelfare/covid-19/animals-faq.
page를 방문해 주십시오.

반려동물 및 서비스 동물을 위한 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는 https://www1.nyc.gov/site/
em/ready/pets.page를 방문해 주십시오.

시민의 참여
소속 지역의 시 의회 의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시 의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연락하여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사무실을 
찾으시려면 council.nyc.gov/districts를 
방문해 주십시오.

지원을 찾으시려면 nyc.gov/covid를 
방문하십시오.

COVID-19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yc.gov/
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해 692-692
번으로 “COVID”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NYC 보건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권고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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