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난민 및 망명자를위한  코로나-19 (COVID-19)자료 

이 페이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가 입수되는데로 여기에 

올려집니다.  자주 확인하십시오. 

다음 정보는  이민자, 난민, 망명자 및 필라델피아에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종사하는 단체를 위한 

자료 입니다 

COVID-19 에 대해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려면 1-800-722-7112 나 3-1-1 로 전화하거나시거나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있는   www.phila.gov/covid-19 를 방문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 

요즘의  정보의  불확실한 시점에서  COVID-19 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있는 곳에서 정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www.phila.gov/covid-19 

일반 정보 

다른 언어로도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정보는 스페인어,  중국어 간체, 베트남어, 러시아어 및 프랑스어로 정기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 아랍어, 아이티 크래올, 스와힐리어, 크메르어, 인도네시아어 및 한국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된 정보를 보려면 여기로  확인하십시오.  Check here 

● 일반 지역사회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추가 언어로 번역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새로운 정보를 받으세요 

시청 정보  업데이트 

● 일반적인 정보는  www.phila.gov/covid-19 를 방문하십시오. 번역 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필라델피아시의 COVID-19 응답에 대한 업데이트는 가상 브리핑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생방송 (Live Stream)  있습니다 : 

http://www.phila.gov/covid-19
http://www.phila.gov/covid-19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multi-language-resources/
http://www.phila.gov/covid-19


 

o 공중 보건부의 트위터 (@PHLPublicHealth) 및 Facebook 계정. 

o  Phila.gov/PHLgovTV. 

o 컴캐스트(Comcast)  채널 64 와  1164 

o 버라이존 (Verizon) 채널 40 와  41. 

● 전화기로 경고 정보를 받으시려면  888-777 로 문자 COVIDPHL 라고  보내십시오. 

● 건강 관련 질문은 1-800-722-7112 로 문의하십시오. 

● 시청  서비스에 관한 질문은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원하시는 언어 통역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에게 편한 언어 통역을 부탁하십시요.  

SEPTA 업데이트 

모든 SEPTA (대중 교통회사)승객은 안면 마스크 또는  복면를 착용해야합니다. 정기 운행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Cynwyd 및 Chestnut Hill West Lines 는 운영 중단되고 있습니다.  Jefferson 역의 12 

& Filbert  출입문과 서벌반 (Suburban)  역의 16 & JFK 출입문은 다음과 같은 시간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오전 6:30 부터  오전 9:30 까지 또 오후 3 시 30 분 부터  오후 6 시 30 분까지이며  이외 

다른  시간 동안은 출입문을 패쇄합니다.  

필라델피아 교육 학군 업데이트 

7 월 30 일 목요일, 교육위원회는 학군의 재 개방 계획과 2020-2021 년 학사 일정 변경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새 학년도는 2020 년 9 월 2 일 수요일에 시작되며 모든 K-12 학생들은 일주일에 5 일 

디지털 학습에 참여하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라델피아 학군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ebsite 

최신 업데이트는 필라델피아 학군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허브(Coronavirus Information Hub)를 

방문하십시오. 

PHL Pre-K – 필라 유아 교육 

PHL preK 는 필라델피아시의 무료 유아원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HL preK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올해 필라델피아의 

130 개 이상의 지역에서 무료로 양질의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소와 직원들은  

about:blank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hila.us12.list-manage.com%2Ftrack%2Fclick%3Fu%3D48732a6251c09f25e0086d47a%26id%3D8880193b93%26e%3D4e2f7398e7&data=02%7C01%7CIrene.Contreras.Reyes%40Phila.gov%7C18ccdbeab21e4b7a7b9408d7e5e946ef%7C2046864f68ea497daf34a6629a6cd700%7C0%7C0%7C637230662383894655&sdata=5dFjM2bvfRPDjfKaawBXD5gVuGs6%2F6tdXiuDlqqXPt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hila.us12.list-manage.com%2Ftrack%2Fclick%3Fu%3D48732a6251c09f25e0086d47a%26id%3D8880193b93%26e%3D4e2f7398e7&data=02%7C01%7CIrene.Contreras.Reyes%40Phila.gov%7C18ccdbeab21e4b7a7b9408d7e5e946ef%7C2046864f68ea497daf34a6629a6cd700%7C0%7C0%7C637230662383894655&sdata=5dFjM2bvfRPDjfKaawBXD5gVuGs6%2F6tdXiuDlqqXPt8%3D&reserved=0
https://www.phila.gov/channel64/pages/default.aspx?mc_cid=04c4366824&mc_eid=%5bUNIQID%5d
https://www.philasd.org/coronavirus/schoolstart2020/
https://www.philasd.org/coronavirus/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와 필라델피아 공중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새로운 안전 및 청소 

지침서를  따라야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마스크 착용 

•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제한된 교실에서의 정원수  

• 새 청결 지침 지키기  

 

PHL Pre-K 학생들 가족 또 직원들의 안전이 최고의 우선 순위입니다.  

우수한 유아 교육을  PHL Pre-K 에서 받기 위하여  접수 정보를  온라인(Learn more about how 

to sign up for free, quality pre-K through PHLpreK.) 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  관리 부서 (Department of Street) 업데이트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는  시 전역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정보 또는 COVID-19 

관련된 정보는  거리 관리 부서(Department of Street) website 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 년 인구 조사  

필라델피아의 COVID-19 이후 복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2020 년 인구 조사 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 

조사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경우 오늘 5 – 10 분 동안 온라인으로하십시오. 

이민자와 이민자의 친구들을 위해 Philly Counts 2020 은 모든 사람들에게 2020 년 인구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상기시키고 전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2020 년 인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주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홍보 하여 주십시요. 출신  나라  또는 이 곳에  산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여 할 수있습니다.  

Census 2020 을 홍보하여 필라델피아 인구 조사( Philly Counts)를 지원하는이 소셜 미디어 

툴킷(social media toolkit)을 확인하십시오. 

 

https://www.phila.gov/2020-07-30-how-to-sign-up-for-free-quality-pre-k-through-phlprek/
https://www.phila.gov/2020-07-30-how-to-sign-up-for-free-quality-pre-k-through-phlprek/
https://www.philadelphiastreets.com/newsroom/alert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Gr_cBtCkmiDgt00YLlYUsHqtjxj2rw9Qgz1JFeox0w/edit?usp=sharing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 

안면 마스크 필수착용 명령 

6 월 26 일 금요일, 켄니 시장은 안면 마스크 필수 착용 명령에 서명했습니다.이 마스크 착용 

필수명령은 모든 공공 실내 장소와  실외  장소에서  사람과 사람 간격이   6 피트 미만일 경우에 

동거인이 아닐 경우 안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예외는 

있습니다.예로  8 세 미만의 어린이를 미착용에 허가되는  예외는  있습니다. 이 명령은 경찰에 의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의  목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마스크 사용이 선택적 될 수 없으며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재 개방  

COVID-19 는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조심스럽게 재 개방을 해야합니다. Reopening With Care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일상 생활의 삶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도시는 제한을 점차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재개되고 일부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할 수있는 것과 할 수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들이 무엇인지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팁은이 블로그 this blog 를 

확인하십시오. 

감염자 역추적 정보 

감염자 추적 정보란  

감염자 접촉 역추적은 보건 부서에서 질병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촉 역추적은  감염성 질환이있는 사람과 "접촉"(노출이되었을 수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감염자 접촉 역추적 참여는 자원적입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역 추적에 참여를 거부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면 질병의 확산을 막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hila.gov/guides/reopening-with-care/
https://www.phila.gov/2020-07-22-how-to-stay-safe-have-fun-and-prevent-the-spread-of-covid-19-this-summer/


 

현재 감염  역추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하는 COVID-19 의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접촉 역추적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례 조사관과  역 추적자 대상자 는 절대로 : 

● COVID-19 테스트 또는 연락처 추적 직원이 수집 한 정보를 ICE 를 포함한 모든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이민 체류 신분에 대해 문의 하지 않습니다.  

● 역 추적자에게  역추적자 정보 입수경로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신용 카드 번호 또는 은행 계좌 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접촉자 역 추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페이지(this page)를 확인하십시오. 

공중 건강 지침을 준수 

● 손을 씻고 주위 사람간의  6 피트 간격을 유지하여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한 집에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here 

●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한 다음 팁(these tips)을 읽으십시오. 

● 보건국의 지역 사회 지도자 연설 포인트(Community Leader Talking Points )및  

사회적 거리에 대한  포스터(Social Distancing Posters)를 통해 정보를 받은후  자신을 

상기 시키십시오.  

검사  받기 

필라델피아시는 시민들이 COVID-19 검사장을  찾는 데 도움이되는 새로운 검사장 찾기 (testing 

site finder)를  출시했습니다. 파인더 (Finder)는 6 개 언어로 제공되며 새로운 검사장 이   변경되면 

https://www.phila.gov/2020-06-24-what-is-contact-tracing-for-covid-19/#:~:text=Contact%20tracing%20staff%20will%20call,keep%20others%20around%20them%20safe.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guidance/how-to-stay-safe/
https://www.phila.gov/2020-05-12-maskupphl-why-when-and-how-to-use-a-mask/
https://www.phila.gov/media/20200414134754/COVID-19-talking-points-for-community-leaders.pdf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guidance/guidance-documents/#social-distancing-posters
https://www.phila.gov/covid-testing-sites/#/
https://www.phila.gov/covid-testing-sites/#/


 

검사장 지도가이 정기적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검사 장소는 필라델피아시가 운영하는 

검사장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 진료 클리닉 및 약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사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COVID-19 에 대한 테스트는 무료이며 시민권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필라델피아 공중 보건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COVID-19 검사를 권장합니다. 

● COVID-19 환자와 점촉이 있었던  사람 (시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접촉 후 7 일후에 

검사를 받으십시요) 또는 

● 다음과 같은 COVID-19 증상이 있을 경우. 

○ 기침 

○ 호흡 곤란 

○ 다음 증상 중 두 가지가 있을 경우 : 열, 오한, 근육통, 인후통, 새로운 맛 또는 

냄새 상실 

다음과 같은 증상이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검사를 우선시 할 수 있습니다. 

● 입원 환자 

● 만성 질환(chronic medical conditions)이 있으신 시민. 

● 요양원, 행동 건강 시설, 대피소 및 교도소를 포함하여 공동 장소에서 거주하시는 시민 . 

● 의료, 공공 안전 또는 기타 응급 필수 근로자 (경찰, 소방, EMS, 대중 교통, 식료품 및 약국 

직원). 

● 알려진 사례나 비숫한 사례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시민들입니다. 

  

고용주는 직장 복귀를 위해 검사 결과 음성  증거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아픈 직원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격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거나 필라델피아에서 검사(getting tested in 

Philadelphia) 를받는 것에 대한 FAQ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24/7 코로나 바이러스 헬프 라인 (800-

722-7112)에 전화하여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웹 사이트를 통해 필라델피아 공중 보건국에 

질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phila.gov/2020-05-15-covid-19-refresher-for-seniors-and-people-with-chronic-medical-conditions/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guidance/faq/#getting-tested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guidance/faq/#getting-tested


 

검사 자격이되는지 알아보십시요 

각 테스트 사이트에는 자체 요구 사항이 있으며 해당 정보는지도의 각 위치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어느 검사장에서도  지불 방법, 보험 유무  또는 시민권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이트는 다음 사항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준있어   테스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선약을 필요로할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검사의뢰서(Refer)이 필요로 할 수있습니다. 

● 차 안에 머 무르도록 요청할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Sites). 

대부분의 검사장에는 선약이 필요하므로 미리 전화하십시오. 전화 번호는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상태와 영어 구사 능력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받을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환영도시  정책(Philadelphia’s welcoming policies)과 의료 환경에 대한 귀하의 권리(your rights 

in medical settings)에 대해 읽으시고 참고하십시오. 

가까운 곳 코로나 19 검사장 찾기 (Find a COVID-19 testing site near you)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공공혜택 

재정적 구제 : 연방정부 및 주정부 혜택 신청 

펜실베이니아 주 복지부 (Human  Services)는 최근에 주정부가  주 정부 혜택에 대한 신청이 판데믹 

전염병 전 수준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보고했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실직 또는 임금 삭감을 

경험 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혜택 프로그램은 어려운시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혜택 간단한 정리  : 

● SNAP : 4 인 가족당 최대 $ 650 / 월 

https://www.phila.gov/2020-04-02-citizenship-status-and-medical-access-during-covid-19-what-you-need-to-know/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know-your-rights/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know-your-rights/
https://www.phila.gov/covid-testing-sites/#/


 

● 메디 케이드 :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건강 보험 

● 현금 지원 : 4 인 가족의 경우 최대 $ 500 / 월 

● 공과금 (Utilities)  : $ 800 의 최대 혜택 

주민은 compass.state.pa.us  의 주정부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시면 시의 BenePhilly 프로그램 (전화 : 

833-373-5868)으로 문의하십시오. 

혜택에 따라, 공공 요금 판결이 귀하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확인하려면 이민자 가족 

보호(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혜택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블로그(blog post) 게시물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정보 업데이트 

● COVID-19 에 의한 의료 서비스를받는 것은 공공 요금 결정(Public Charge Determinations)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를 방문하거나 215-981-3700 으로 지역 사회 

법률 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s)에 문의하십시오. 

● 실업 수당은 USCIS 에 따른 공공 요금 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혜택이 확대 될 

수있는 펜실베니아 실업 보상 국(Pennsylvania Office of Unemployment Compensation) 

에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hiladelphia Legal Assistance 

및 Community Legal Services 에 문의하십시오. 

● BenePhilly 는 다양한 혜택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44-848-4376 으로 

전화하십시오. 

● PCCY 는 귀하와 자녀를위한 의료 보험을 받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전화  215-563-5848 

교황  17 번으로 하십시오. 귀하의 편한 언어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 응급 의료 지원 자격이 COVID-19 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지역 사회 법률 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s)에 문의하십시오. 

 

식품 /음식 보조  

https://www.compass.state.pa.us/compass.web/Public/CMPHome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immigrant-eligibility-for-public-programs-during-covid-19/
https://www.phila.gov/2020-05-23-financial-relief-apply-for-federal-and-state-benefits/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https://clsphila.org/public-benefits/information-for-immigrants-during-the-coronavirus-pandemic/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g-chapter-10
https://www.uc.pa.gov/unemployment-benefits/file/Pages/Filing-for-PUA.aspx
https://www.uc.pa.gov/unemployment-benefits/file/Pages/Filing-for-PUA.aspx
https://www.philalegal.org/unemploymentcompensation
https://clsphila.org/
https://www.pccy.org/resource/howtogethealthinsuranceduringcovid19/
https://clsphila.org/public-benefits/immigrants-medical-assistance-covid-19/


 

시 정부에서는 6 개 언어로 식품 보조 찾기  (http://phila.gov/food) 정보를 제공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는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품 프로그램, 학생 식사, 노인 식사 및 야외 장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OVID-19 기간 동안 임신, 모유 수유, 아기 및 유아 지원을위한 무료 자료도 있습니다. 

 주택 및 공과금(Utilities) 에 대한 도움 

 

● 저가 인터넷 및 휴대폰 서비스 Low-cost internet and mobile phone services. 

● 퇴거 및 압류 지불 연기 서비스  evictions and foreclosures. 

● 단수, 가스 절단 및 단전 연기 서비스 water, gas and electricity. 

● 필라델피아 재산세 마감일이 6 월 15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불 방법에 대한 정보는  

시청  세금과 웹사이트 the Department of Revenue’s update  방문하십시오. 

COVID-19 의 영향을받는 임차인을위한 임대 지원 

PHDC 는 현재 임대 지원 2 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은 온라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선착순으로 수여되고 있습니다. PHDC 는 9 월 30 

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 될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격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Lrentalassist.org 를 방문하십시오. 

COVID-19 의 영향을받는 주택 소유자를위한 모기지(Mortgage) 지원 

펜실베니아 주택 금융청 (Pennsylvania Housing Finace Agency -- PHFA)은 현재 웹 사이트 their 

website 에서 유행성 모기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귀하의 권리 

● 2020 년 6 월 26 일, Kenney 시장은 COVID-19 Emergency Health Order  Employee 

Protections in Connection with COVID-19 Emergency Health Order law 법률과 

관련하여 직원 보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률은 COVID-19 기간 동안 고용주 건강 위반에 

http://phila.gov/food
https://www.phila.gov/2020-03-25-staying-connected-during-covid-19/
https://www.phila.gov/2020-03-20-help-with-housing-during-covid-19/
about:blank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PAPHILAWATER/bulletins/28115e5
about:blank
https://www.pgworks.com/covid19
about:blank
https://www.peco.com/News/Pages/Press%20Releases/PECOExpandsAssistanceProgramstoSupportAllCustomersDuringCoronavirusPandemic031320.aspx
https://www.phila.gov/2020-04-27-philadelphia-property-tax-due-date-extended-to-june-15/
https://phlrentassist.org/phase-2/
https://www.phfa.org/pacares/mortgage.aspx
https://www.phfa.org/pacares/mortgage.aspx
https://www.phila.gov/documents/covid-19-employee-protection-from-retaliation-resources/
https://www.phila.gov/documents/covid-19-employee-protection-from-retaliation-resources/


 

대해   직원 보호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시청 

노동부에서  블로그(Check out this blog)를 확인하십시오.  

● 필라델피아시에서는  COVID-19 로 인하여  유급 병가 조례를 확대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COVID-19 관련 문제 및 예방 치료를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라델피아의  평등 노동 주법(Philadelphia’s Fair Work Week Law is in effect)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기간 (Pandemic ) 동안 법의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직장에서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사회 법률 서비스의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방문하십시오. 

정신 건강, 중독 및 지적 장애에 대한 도움 

• 필라델피아시는 정신 건강, 중독 및 지적 장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ntal health, 

addiction, and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 Click 하여 참고하십시요.  

•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에 대해서는 24 시간  정신 건강 센터(Community Behavioral Health 

24/7) 핫라인 (888-545-2600)으로 문의하십시오. 

• 정신 건강 위기의 경우 위기 핫라인 24/7 (215-685-6440)로 문의하십시오. 

• 응급 아편(Opioid) 치료 지원이 필요한 개인은 NET Access Point 로 전화 844-533-8200 또는 

215-408-4987 에 문의하십시오. 

• 지적 장애 서비스에 대해서는 행동 건강 및 지적 장애 서비스 부(the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에 215-685-5900 으로 전화하십시오. 

• COVID-19 동안 보다 안전한 약물 사용을 촉진하기위한 자료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sources are available to promote safer substance use during 

COVID-19.  

 

가정 폭력에 대한 도움 

● COVID-19 기간 동안 학대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습니다. Protection from 

abuse and domestic violence 

https://www.phila.gov/2020-07-14-protection-from-retaliation-additional-workplace-safety-for-philadelphia-workers-during-covid-19/
https://www.phila.gov/2020-04-21-fair-workweek-during-the-covid-19-pandemic/
https://clsphila.org/employment/frequently-asked-questions-coronavirus-pennsylvania-workers-rights/
https://www.phila.gov/2020-03-16-mental-health-services-available-through-covid-19-closures/
https://www.phila.gov/2020-03-16-mental-health-services-available-through-covid-19-closures/
http://netcenters.org/
https://www.phila.gov/2020-04-16-resources-for-safer-substance-use-during-covid-19/
https://www.phila.gov/2020-04-16-resources-for-safer-substance-use-during-covid-19/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support-for-the-community/services-and-support-for-residents/#protections-from-abuse-and-domestic-violence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support-for-the-community/services-and-support-for-residents/#protections-from-abuse-and-domestic-violence


 

● COVID-19 동안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 신고 Reporting Suspected Child Abuse 

or Neglect 

● 필라델피아 가정 폭력 핫라인은 866-723-3014 에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 법적 보호를 원할 경우,  형사 사법 센터의 응급 신고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mergency Filing Unit at the Criminal Justice Center, Room B-03 1301 

Filbert St., Philadelphia, PA 19107. 

● 안전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여성 반학대 법률 센터 215-686-7082 에 전화하십시오.  

• Nationalities Service Center (NSC) 봉사 센터에서는 안전 계획 정보, 핫라인, 법적 도움을 

다국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행 반대 여성단체 (Women Organization Against Rape--WOAR)에서는 성적인 위법 행위, 

성희롱 및 성폭행 생존자를 위해 연중 무휴 215-985-3333 핫라인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WOAR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5-985-3315 로 문의하십시오. 

증오 범죄 및 편견 사건 신고 

● COVID-19 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민족성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한 증오 범죄는 불법입니다. Hate crimes based on ethnicity and fear of 

coronavirus are illegal. 

● 증오와 편견의 사건을 신고하려면 Philadelphia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 필라델피아 인권 위원회 pchr@phila.gov pchr@phila.gov 또는 215-686-4670 로 

연락하십시오. 

● 주 전역의 증오 범죄 (hate Crime)에 관하여 펜실베이니아 인적 관계위원회 (Pennsylvania 

Human Relations Commission)의 추가 자료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전역의 정보/자원 

• 펜실베니아 주 정부 웹 사이트 State of Pennsylvania 에는 COVID-19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투표 및 실업 수당에 대한 지침 또한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 펜실베이니아 이민 시민권 연맹(Pennsylvania Immigration Citizenship Coalition)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COVID-19 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https://www.phila.gov/2020-04-17-its-child-abuse-prevention-month-we-can-all-help-keep-kids-safe/
https://www.phila.gov/2020-04-17-its-child-abuse-prevention-month-we-can-all-help-keep-kids-safe/
https://nscphila.org/safetyplanning
https://www.phila.gov/2020-03-24-hate-crimes-based-on-ethnicity-and-fear-of-coronavirus-are-illegal/
https://www.phila.gov/2020-03-24-hate-crimes-based-on-ethnicity-and-fear-of-coronavirus-are-illegal/
https://www.phila.gov/humanrelations/pages/default.aspx
https://www.phila.gov/humanrelations/pages/default.aspx
mailto:pchr@phila.gov
https://www.pa.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cs.google.com%2Fdocument%2Fd%2F1Gx2HEZvXMoIQiGsL5yArUCIs0tEMfO_ysa_lf_kuSWo%2Fedit%3Fusp%3Ddrivesdk&data=02%7C01%7CSymbol.Lai%40Phila.gov%7C74f2f45d5ccf4c9e9b1b08d7d9a69e24%7C2046864f68ea497daf34a6629a6cd700%7C0%7C0%7C637217183222233167&sdata=YhtX8BPVM8P6Qgj2cOpN9vqk1TOJOLe%2Fh42Rch%2BI2Ew%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