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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직업 소개 및 지원 서비스

전 과정을 무료로 &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고용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Support Through Employ-
ment Program, STEP)에서는 고용 시장에서 유급 일자리
를 찾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준비 과정을 비양육 부모에
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TEP을 통해 구하는 일자리 대
부분이 최소 임금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합니다.

STEP의 지원 방법

구직 준비를 돕습니다.
저희를 통해 의료, 보안, 요식업, 운송업 및 
기타 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및 채용 면접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대비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

립니다.
STEP은 비양육 부모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일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STEP 참가자는 
당 기관이 5개 자치구의 고용주들과 형성해온 
관계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경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점입니다.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당 기관은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가자가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STEP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혜택
으로 여러분 자녀의 일생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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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일자리, 인간다운 삶

매해 1,000여 건의 일자리를 소개하며, 각 
참가자가 자신만의 특별한 STEP 성공담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3가지 사례만 나누어보겠습니다.

STEP을 통해 매장 점원으로 취직한 한 아버지가 불과 
몇 주 뒤 매장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마친 뒤 STEP를 찾아온 한 
아버지는 제과점 정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STEP를 통해 레스토랑 일자리를 구했고 
그 직장에서 호평을 얻으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STEP 등록 방법 
귀하 지역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있는 자녀 
양육(Child Support) 담당 직원과 상의하십시오. 사
진이 부착된 유효한 ID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900 Sheridan Avenue, LM Floor 
718-590-3435

330 Jay Street, 12th Floor 
718-246-3865

60 Lafayette Street, Room 7C16 
212-385-5662

151-20 Jamaica Avenue, 4th Floor  
718-725-3152

100 Richmond Terrace, Basement 
212-385-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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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TRAINING, JOB PLACEMENT, AND SUPPORT SERVICES

ALL FOR FREE & ALL THROUGH ONE PROGRAM

STEP CAN BENEFIT YOU. AND YOU CAN BRING  
A LIFETIME OF BENEFITS TO YOUR CHILD
The Support Through Employment Program (STEP) gives 
noncustodial parents the kind of training and preparation 
needed to find paying jobs in today’s job market. Most 
jobs found through STEP pay above minimum wage.

HOW STEP WORKS
WE PREPARE YOU FOR THE JOB SEARCH.
We can train you for jobs in health care, security, 
food service, transportation, and other areas. We 
help with your resume and coach you for job 
interviews. We can even help prepare you to take a 
high school equivalency exam.

WE HELP YOU FIND THE JOB YOU NEED.
STEP has been connecting noncustodial parents 
to work for more than 10 years. The relationships 
we’ve built with employers throughout the five 
boroughs can give STEP participants the advantage 
they need in a difficult market. 

WE HELP YOU KEEP THE JOB.
We provide ongoing support services to help you 
stay employed.

REAL JOBS, REAL PEOPLE
WITH MORE THAN 1,000 JOB PLACEMENTS A YEAR, 
THERE ARE AS MANY STEP STORIES AS THERE ARE  
PARTICIPANTS. HERE ARE JUST THREE:

A dad who found work through STEP as a store clerk and, 
only a few weeks later, got promoted to shift manager. 

A dad who came to STEP after prison and found a  
full-time bakery job.

A mom who received rave reviews in the restaurant 
position she found through STEP and, in the process, 
regained custody of her children.

HOW TO ENROLL IN STEP 
Speak to the Child Support staff located at the 
Family Court in your borough. Be sure to bring a 
valid photo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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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 Jamaica Avenue, 4t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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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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