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법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개인을 지원하는 범도시적 운동

커뮤니티  
정의  

참여 네트워크
10개의 비영리 조직 네트워크가 다음을 제공합니다.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 보세요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2년 7월

전인적 지원 서비스 

•  정신, 행동, 신체 건강 관리 
•  약물 남용 치료
•  가족 지원 및 재회
•  주거 지원
• 개인 및 그룹 상담
• 일대일 멘토링
• 사례 관리
• 혜택 등록
• 법률 서비스
•  교육 지원(고등학교 동등교육 

(High School Equivalency, HSE),  
대학, 개인교습)

취업 지원 

•  유급 임시 고용 및 인턴십
•  직업 교육 및 직무 준비 워크숍 
•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준비
• 소프트 스킬 워크숍 
•  정규직 연결
• 금융 교육 워크숍
•  경력 인증(복귀를 위한 동료 코칭, 

요식업 종사자, OSHA-30, 현장 안전, 
화재 예방)



BRONX CONNECT

816 Courtlandt Ave, Bronx, NY 10451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5시
예약 전용
월요일 및 수요일 오후 5시-오후 7시
Zana Banks-Rollin
영업 시간: 화요일-금요일
(929) 476-7398 | zanab@bronxconnect.org
Octavia Butler 
영업 시간: 월요일, 수요일 ~ 금요일
(929) 285-7421 | octaviar@bronxconnect.org
Artie Sanchez 
영업 시간: 월요일, 수요일 ~ 금요일
(929) 490-6275 | arties@Bronxconnect.org

EXODUS TRANSITIONAL 
COMMUNITY

2268 3rd Ave, New York, NY 10035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917) 492-0990, 내선 136,  
TDD/TTY# 800-662-1220 
Brittany Smith
bsmith@etcny.org 
Ibrahim Rivera
irivera@etcny.org

FEDCAP

92-31 Union Hall St, 4th Fl 
Jamaica, NY 11433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Lohaiza Saladin  
(646) 931-2414 | (855) 530-4796  
losaladin@fedcap.org

Marcus Leggette
(929) 502-6359 | maleggette@fedcap.org

FORTUNE SOCIETY

29-76 Northern Blvd 
Queens, NY 11101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212) 691-7554 | info@fortunesociety.org
David Rodriguez 
(347) 510-3650
darodriguez@fortunesociety.org

HOUSING WORKS

301 W 37th St, 5th Fl, 
New York, NY 10018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929) 472-2778  
justiceInitiativesInfo@housingworks.org

OSBORNE ASSOCIATION

175 Remsen St, Ste. 800
Brooklyn, NY 1120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718) 637-6560 
Verdell Sims  
(646) 294-4076 
vsims@osborneny.org

809 Westchester Ave 
Bronx, NY 10455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718) 707-2600  
Lamont Peyton  
(347) 527-0131 | lpeyton@osborne.org 

STATEN ISLAND JUSTICE CENTER, 
CENTER FOR COURT INNOVATION

60 Bay St, Ste. 100,  
Staten Island NY, 10301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Ayana Comrie 
(347) 510-7679 | acomrie@courtinnovation.org

이중 언어 서비스 
이용 가능!

영어 / 스페인어

21세 이상

전문 LGBTQIA 
서비스 이용 가능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예약없이 직접 방문 

가능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 필수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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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PRISON ASSOCIATION

100 Pennsylvania Ave, 2nd Fl,  
Brooklyn, NY 11207   
Vanessa Paul  
(516) 445-2091  | vpaul@wpaonline.org
Shamika Augustine 
(347) 881-3948 | saugustine@wpaonline.org 

여성, 트랜스, 젠더 불특정 개인만을 위한 서비스

YOUTH JUSTICE  
NETWORK
(구 Friends of Island Academy) 

일반 정보 문의처 
info@youthjustice.org 
월요일-금요일
 
424 147th St, 3rd fl.,  
Bronx, NY 10455
Esmeralda Martes 
(917) 495-1673 | emartes@youthjustice.org

25 Chapel St, Ste. 1206, 
Brooklyn, NY 11201
Venus Core  
(347) 689-0859 | vcore@youthjustice.org

63 W. 125th St, 4th fl., 
New York, NY 10027
Jasmin King
(212) 760-0755 | jking@youthjustice.org

CENTER FOR  
COMMUNITY  
ALTERNATIVES

ccareentry@communityalternatives.org

25 Chapel St #701 
Brooklyn, NY 11201

Nezry Bastien 
(680) 800-5196
nbastien@communityalternatives.org

16-24세 13-24세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직접 방문 가능, 

기타 시간에는 예약 필수

청소년, 24세까지의 청년만을 위한 서비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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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정의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트위터에서 팔로우하세요 @CrimJusticeNYC 웹사이트 방문 nyc.gov/criminaljustice.

THE JOHN JAY COLLEGE INSTITUTE FOR JUSTICE AND OPPORTUNITY

뉴욕 존제이컬리지(Jay College)의 Institute for Justice and Opportunity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연속적인 교육 및 직업 준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

•  HSE 연계: 25세를 넘는 성인을 위한 고등학교 
동등교육(High  School Equivalency, HSE) 
프로그램 지원

•  컬리지 이니셔티브: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HSE를 
취득한 개인을 위한 대학 입학 프로그램. 대학 
준비 평가, 대학 탐색 과정, 학업적 및 직업적 
상담, 대학 및 재정 지원 신청 지원, 동료 멘토링 
및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Tech 101: Microsoft Office 및 Google 
Suite를 포함한 기술 기본 사항, 이메일 기본 사항, 
온라인 구직에 대한 입문 교육입니다.

•  휴먼 서비스 및 커뮤니티 정의의 네비게이터 
인증서: 사회 서비스 분야의 경력에 관심이 있는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한 학기 동안의 집중 교육.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HSE를 취득한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212) 887-6231 | justoppinfo@jjay.cuny.edu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 서비스

http://criminaljustice.cityofnewyork.us/programs/community-justice-reentry-network/ 
http://nyc.gov/criminal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