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Health + Hospitals 
Pride Health 센터
성소수자(LGBTQ+)를 위한  
따뜻하고 안전한 건강 관리

최고로 건강한 삶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협력자입니다
NYC Health + Hospitals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퀴어+(LGBTQ+) 뉴욕 주민이 최대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료 시스템은 환대하는 
환경에서 친밀하고 존중하며 신속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사용 언어 또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고자 환자 중심형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력자로서 저희는 시민권과 성소수자(LGBTQ+) 보건 
평등을 지지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모든 성소수자 
(LGBTQ+)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개방적인 방문 권리를 
제공하며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에 기초한 
차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맞춤화된 보건 서비스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귀하께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Pride Health 센터는 젠더 포용적 
건강 진료를 받는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을 
위한 중요 공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진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해하고자 
이들 센터의 의료인은 광범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임상인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귀하의 
의료 요구를 해결하고 귀하의 모든 궁금증에 답하고자 
노력합니다.



서비스
++ 일차 의료(면역, 호르몬 치료 및 수술 의뢰 포함)

++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진료 의뢰 

++ 노출 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

++ 노출 후 예방요법(Post-exposure prophylaxis, 
PEP)

++ HIV 검사 및 치료

++ 성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 
검사 및 치료

++ 보험 조정 및 가입 

++ Jacobi 및 Judson에서의 이차성징 이연제 처방 

++ Bellevue, Gouverneur, Jacobi, Judson, Lincoln  
및 Metropolitan에서의 젠더 포용적 산부인과 진료

++ Lincoln에서의 음성 코칭 



또한 Lincoln 및 Metropolitan에서 다음의 성 확정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체 수술 

++ 자궁절제술 

++ 난소절제술 

++ 이마 축소술

++ 전두골재형성/전두동 리셋 

++ 하악턱(턱끝수술 및 각 절골술)

++ 기관 성형술 

++ 코 성형술

++ 광대뼈 성형

++ 비중격성형술 

전체 서비스 목록, 각 수술 관련 정보, 
그리고 재정 및 보험 상담과 같은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services/lgbtq-health-care-services/


장소: 
Brooklyn
WOODHULL
환자 나이: 성인(18세 이상)
760 Broadway, Room 2B-151 (Main Floor) 
Brooklyn, NY 11206 
전화: 718-963-8068

Bronx
JACOBI
환자 나이: 전 연령 
1400 Pelham Parkway South, Building 8 
1st Floor, Suite 1D, Bronx, NY 10461
전화: 718-918-7787

LINCOLN 
환자 나이: 성인(18세 이상)
234 East 149th Street, 8th Floor, Suite 8A 
Bronx, NY 10451 
전화: 718-579-5264

Manhattan
BELLEVUE
환자 나이: 성인(18세 이상)
462 First Avenue, New York, NY 10016 
전화: 212-562-8416

GOUVERNEUR
환자 나이: 성인(18세 이상)
227 Madison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02 
전화: 212-441-5469
이메일: gouvlgbtq@nychhc.org

JUDSON
환자 나이: 청소년 및 청년(최대 29세)
34 Spring Street, New York, NY 10012
전화: 212-925-5000, 2번 옵션
METROPOLITAN
환자 나이: 전 연령 
1901 First Avenue, 7th Floor South 
New York, NY 10029 
전화: 212-423-7292
이메일: metlgbt@nychhc.org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woodhull/the-pride-health-center-at-nyc-health-hospitalswoodhull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jacobi/the-pride-health-center-at-nyc-health-hospitals-jacobi/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lincoln/the-pride-health-center-at-nyc-health-hospitals-lincoln/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bellevue/the-pride-health-center-at-nyc-health-hospitals-bellevue/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gouverneur/the-pride-health-center-at-nyc-health-hospitals-gotham-health-gouverneur/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judson/pride-health-center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metropolitan/our-services/lgbtq-health-center
mailto:metlgbt@nychh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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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을 받아 보세요. 팔로우하세요.

nychealthandhospitals.org

https://www.facebook.com/NYCHealthSystem
https://twitter.com/NYCHealthSystem
https://www.instagram.com/nychealthsystem/
https://www.youtube.com/user/HHCnyc
https://www.linkedin.com/company/nyc-health-and-hospitals-corp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