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소개 

뉴욕의 아동 센터는 퀸즈에있는 아동 상담 센터로 1953 년에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21,700 어린이와 그 가족 매년 도달, 뉴욕 전역에 강력한 지역 사회의 존재이다. 우리의 

임무는 기술, 기회, 건강,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는 정서적 지원과 어린이와 가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에서 아이들이 학교로 참여하고 그들이 안전 할 수있는, 자신감이 될 

수 있도록 증거 기반의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성인기에 안내합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주요 프로그램 분야에서 일 : 

• 유아 교육 (를 포함하여 월요일에 금요일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 행동 건강

• 건강 가정 및 통합 관리

• 예방 및 가족 지원

• (우리의 많은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 학교 포함) 청소년 개발

우리는 긍정적 인 관계는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가족을 사랑하고 외상을 통해 서로 작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그리고 그들의 자산을 구축 

할 수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연결합니다. 우리의 헌신적 인 직원은 22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고객이 직면 한 문제에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퀸즈에있는 다른 기관은 

우리가 서비스의 포괄적 인 범위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문화 전문 지식을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 가족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좋은 결정을 내릴 젊은이 권한을 부여. 

중앙 관리 사무소 

118-35 퀸즈대로, 6 층
포레스트 힐즈, NY 11375

전화 : 718-651-7770



우리의 접근 
우리의 임무는 기술, 기회, 건강,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는 

정서적 지원과 어린이와 가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번성하고, 모든 가족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제기 할 

수있는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믿고, 함께 그들은 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족과 사회의 관계는 자녀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을 알고, 그 빈곤, 외상, 이민의 어려움은 

자녀의 발달을 위협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탄력성을 증가시켜 아이들을 강화할 수있다. 자산 구축 학습으로 아이들이 

할 수있는 자신감이됩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학대, 방치, 정서적 처리하여 문제-을하고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방지하여 

평생 고통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기술, 교육, 상담, 개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섯 가지 주요 프로그램 영역에서 작동 : (개인 및 

가족 상담 모두 포함) 행동 건강을; 유아 교육; 건강 가정 및 통합 관리; 아동 학대 예방 및 

가족 지원, 청소년 육성. 

우리는 오히려 가족과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아이들이 고립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우리는 사회적, 정서적, 육체적 각 아동의 전체인지는 빌딩 

블록으로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사회를위한. 우리는 또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 할 수 될 수 있도록 부모와 다른 간병인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22 개의 다른 언어와 뉘앙스와 문화 간 의사 소통의 잠재적 인 장벽을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입증하는 데이터, 측정 결과 및 사용 방법을 

수집합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검증 된 솔루션에 같은 생각을 가진 기관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인 변화에 대한 어린이와 가족, 옹호의 요구에 대해 정책 입안자, 자금 

제공자 및 생각 지도자 교육. 함께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건강, 행복, 복지와 

성장을위한 진정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ASIAN OUTREACH PROGRAM 

아시아 아웃 리치 프로그램 

아동  센터에서  아시아  아웃  리치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아시아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 

고도로 훈련 된 이중 언어와 두 문화 치료사로, 뉴욕의 아시아 아웃 리치 프로그램의 아동 

센터는 언어 장벽과 아시아의 어린이와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와 가족에 도달하는 

오명을 분해. AOP 의 접근 방식은 문화적 뉘앙스와 교육과 여전히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의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를 둘러싼 오명을 완화 봉사 활동에 근거한다. 우리의 치료사의 

모든 이민 자신의 외상을 경험하고 그들의 고객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인-의 입 단어에 확산 엘름 허스트 와 플러싱 , 우리 병원이 위치한 아시아 인구의 두 

개의 허브. 작년에 혼자, 우리는 이상의 12 개국에서 1,400 명의 성인과 아이들과 함께 

일했다. 작업에서 우리의 거의 25 년 동안, 병원은 격리 고통 새로운 관습, 언어,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가족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강조 이민자의 많은 수천 교육과 

치유를 가져왔다. 또한 아시아 출신의 부모와 미국 태생 자녀 사이의 문화 충돌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다. 우리의 모든 고객을 위해, 우리는 문제 "외부"에서 숨겨진 유지해야하고 

그 치료는 가족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화 도움이됩니다. 

AOP 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 질환은인지 행동 치료, 정신 약리학, 약물 남용 치료 등 많은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 놀이 치료

• 아동 학대 및 방치 예방

• 가정 폭력 상담

• 부모 교육 워크샵 및 봉사 활동

• 가족 중심의 학술 농축

• 많은 공립학교에서 상담

2015 년, 부분적으로 치료 충족 받았거나 아이들의 84 퍼센트가 평균적으로 소아 증상 

체크리스트에 의해 측정 된 위험 요인에 7 포인트 감소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위탁 양육 배치는 프로그램 참가자 100 %를 방지 하였다. 

아시아 아웃 리치 프로그램 클리닉 

엘름 허스트에서 아시아 아웃 리치 프로그램 

행크 Auffarth 가족 센터 

81-14 퀸즈대로
엘름 허스트, NY 11373

718-899-9810 내선 : 전화. (200)

팩스 : 718-899-9699

• 준 감독 : Reshma 샤 reshmashah@childcenterny.org

mailto:reshmashah@childcenterny.org


• 시간 : 월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화요일 - 목요일 :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토요일 : 오전 9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 제공 서비스 : 중국어, 필리핀, 한국과 남아시아 가족을위한 정신 건강 문제 및 약물
남용에 대한 다국어와 다문화 상담.

• 특별 서비스 : 단일 정지

• 시대 허용 : 21 신생아 및 성인

• 입학 기준은 : 가족의 한 구성원이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의 진단이
있어야합니다. 지적 장애 또는 자폐증 진단과 개인은이 프로그램을받을 수 없습니다.

• 구사 가능 언어 : 벵골어, 광동어, 북경어, 펀잡 어, 영어, 구자라트 어, 힌디어, 한국어,

마라타어, 스페인어, 우르두어

• 대중 교통 : 그랜드 애비뉴, Buses- Q53, Q58 과 Q60 에 지하철-R 또는 V

페이지의 TOP 

플러싱에서 아시아 아웃 리치 프로그램 

140-15B 샌포드 애비뉴
플러싱, NY 11355

전화 : 718-358-8288

팩스 : 718-358-5265

• 프로젝트 감독 : 앤더슨 박사 성민 윤 sungminyoon@childcenterny.org

• 영업 시간 : 월 - 목요일 :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금요일 : 오전 9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토요일 : 오전 9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 제공 서비스 : 광동어, 북경어, 펀자 브어, 벵골어, 영어, 구자라트 어, 힌디어, 한국어,

마라타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와 우르두어 말하기 가족을위한 가정 폭력, 약물 남용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다국어와 다문화 상담.

• 특별 서비스 : 단일 정지

• 시대 허용 : 21 신생아 및 성인

mailto:sungminyoon@childcenterny.org


• 입학 기준은 : 가족의 한 구성원이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의 진단이
있어야합니다. 지적 장애 또는 자폐증 진단과 개인은이 프로그램을받을 수 없습니다.

• 언어 : 벵골어, 중국어 (북경어와 광동어), 타갈로그어, 영어, 구자라트 어, 힌디어,

한국어, 마라타어, 대만 및 우르두어

• 대중 교통 : Subway- # 7, 버스-Q17, Q27

페이지의 TOP 

한국어 봉사 활동 프로그램 한국어 사이트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 

여기에 아시아 아웃 리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뉴욕의 아동 센터는 승인 된 더 나은 사업 관리국 자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