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ACCESS HRA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세요. 

손안에서 바로 HRA에 연결하세요! 

#HereForYou

주의사항: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새  ACCESS HRA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SNAP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앱입니다. 

식료품비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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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SNAP 신청이나 케이스 관리가 이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nyc.gov/accesshra에 방문하시거나 ACCESS HRA 모바일 앱을 다운
로드하시고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들어보세요. ACCESS HRA 웹 사이트는 이
제 휴대 전화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과 원활하게 상호 작용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ACCESS HRA(nyc.gov/accesshra)를 방문하거나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SNAP

현금 지원

케이스 관리

기타

❱ 온라인으로 SNAP 혜택을 신청하고 재인증을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SNAP 정기 보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온라인에서 SNAP 케이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합니다.

❱ SNAP 케이스를 위해 휴대 전화로 요청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업로드합니다.

❱ 온라인 SNAP 신청서 또는 재인증서, 증빙 서류를 ACCESS HRA 
앱에서 제출하고 나면, 전화로 인터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5:00에 718-SNAP-NOW(718-762-7669)
로 전화해 주십시오.

❱ 새 소식: 현금 보조금을 위해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현금 보조금 케이스를 위해 휴대 전화로 요청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업로드합니다.

❱ 새 소식: 자격이 되는 경우, 지금 Fair Fares  
할인 MetroCard를 신청합니다. 

❱ 이미 입력된 Medicaid 갱신을 인쇄합니다.

❱ 신청서 상태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 인터뷰를 포함한 예약된 약속을 
열람합니다.

❱ 온라인 알림을 읽거나 Go Paperless에 등록합니다.

❱ ‘문서(Document)’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수 문서(Required Documents)’ 
항목에서 HRA가 요청한 문서 목록과 ‘케이스 기록(Case Record)’ 
항목에서 이미 받은 문서 목록을 열람합니다. 

❱ 본인, 집주인 또는 유틸리티 공급업체에 대한 납부 내역과 EBT 잔고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로필(Profile)’ 페이지에서 우편 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통지,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에 대한 언어 환경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약속 및 재인증 만료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한 문자 알림을 
등록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새  ACCESS HRA 앱을 다운로드하시거나 
nyc.gov/accesshra를 방문하시면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식료품비. 유틸리티 비용. 
이중 두 가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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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ACCESS HRA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세요. 

손안에서 바로 HRA에 연결하세요! 

#HereForYou

주의사항: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SNAP 신청이나 케이스 관리가 이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SNAP 혜택을 신청하고 재인증을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SNAP 정기 보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온라인에서 SNAP 케이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합니다.

❱ SNAP 케이스를 위해 휴대 전화로 요청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업로드합니다.

❱ 온라인 SNAP 신청서 또는 재인증서, 증빙 서류를 ACCESS HRA 
앱에서 제출하고 나면, 전화로 인터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5:00에 718-SNAP-NOW(718-762-7669)
로 전화해 주십시오.

온라인 nyc.gov/accesshra에 방문하시거나 ACCESS HRA 모바일 앱을 다운
로드하시고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들어보세요. ACCESS HRA 웹 사이트는 이
제 휴대 전화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과 원활하게 상호 작용합니다!

❱ 새 소식: 현금 보조금을 위해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현금 보조금 케이스를 위해 휴대 전화로 요청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업로드합니다.

❱ 새 소식: 자격이 되는 경우, 지금 Fair Fares  
할인 MetroCard를 신청합니다. 

❱ 이미 입력된 Medicaid 갱신을 인쇄합니다.

❱ 신청서 상태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 인터뷰를 포함한 예약된 약속을 
열람합니다.

❱ 온라인 알림을 읽거나 Go Paperless에 등록합니다.

❱ ‘문서(Document)’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수 문서(Required Documents)’ 
항목에서 HRA가 요청한 문서 목록과 ‘케이스 기록(Case Record)’ 
항목에서 이미 받은 문서 목록을 열람합니다. 

❱ 본인, 집주인 또는 유틸리티 공급업체에 대한 납부 내역과 EBT 잔고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로필(Profile)’ 페이지에서 우편 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통지,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에 대한 언어 환경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약속 및 재인증 만료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한 문자 알림을 
등록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ACCESS HRA(nyc.gov/accesshra)를 방문하거나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SNAP

현금 지원

케이스 관리

기타



손쉽게 혜택을 신청, 재확인, 관리하세요. 
새 ACCESS HRA 앱을 다운로드해  

시작해 보세요.

손안에서 해결되는 
모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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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ACCESS HRA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세요. 

손안에서 바로 HRA에 연결하세요! 

#HereForYou

주의사항: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SNAP 신청이나 케이스 관리가 이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nyc.gov/accesshra에 방문하시거나 ACCESS HRA 모바일 앱을 다운
로드하시고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들어보세요. ACCESS HRA 웹 사이트는 이
제 휴대 전화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과 원활하게 상호 작용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ACCESS HRA(nyc.gov/accesshra)를 방문하거나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SNAP

현금 지원

케이스 관리

기타

❱ 온라인으로 SNAP 혜택을 신청하고 재인증을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SNAP 정기 보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온라인에서 SNAP 케이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합니다.

❱ SNAP 케이스를 위해 휴대 전화로 요청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업로드합니다.

❱ 온라인 SNAP 신청서 또는 재인증서, 증빙 서류를 ACCESS HRA 
앱에서 제출하고 나면, 전화로 인터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5:00에 718-SNAP-NOW(718-762-7669)
로 전화해 주십시오.

❱ 새 소식: 현금 보조금을 위해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현금 보조금 케이스를 위해 휴대 전화로 요청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업로드합니다.

❱ 새 소식: 자격이 되는 경우, 지금 Fair Fares  
할인 MetroCard를 신청합니다. 

❱ 이미 입력된 Medicaid 갱신을 인쇄합니다.

❱ 신청서 상태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 인터뷰를 포함한 예약된 약속을 
열람합니다.

❱ 온라인 알림을 읽거나 Go Paperless에 등록합니다.

❱ ‘문서(Document)’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수 문서(Required Documents)’ 
항목에서 HRA가 요청한 문서 목록과 ‘케이스 기록(Case Record)’ 
항목에서 이미 받은 문서 목록을 열람합니다. 

❱ 본인, 집주인 또는 유틸리티 공급업체에 대한 납부 내역과 EBT 잔고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로필(Profile)’ 페이지에서 우편 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통지,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에 대한 언어 환경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약속 및 재인증 만료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한 문자 알림을 
등록합니다.



사진 찍기, 서류 업로드하기, 
약속 추적하기. 모두 전화로 가능합니다. 

새 ACCESS HRA 앱을 다운로드해 시작해 보세요.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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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ACCESS HRA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세요. 

손안에서 바로 HRA에 연결하세요! 

#HereForYou

주의사항: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SNAP 신청이나 케이스 관리가 이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nyc.gov/accesshra에 방문하시거나 ACCESS HRA 모바일 앱을 다운
로드하시고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들어보세요. ACCESS HRA 웹 사이트는 이
제 휴대 전화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과 원활하게 상호 작용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ACCESS HRA(nyc.gov/accesshra)를 방문하거나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SNAP

현금 지원

케이스 관리

기타

❱ 온라인으로 SNAP 혜택을 신청하고 재인증을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SNAP 정기 보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온라인에서 SNAP 케이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합니다.

❱ SNAP 케이스를 위해 휴대 전화로 요청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업로드합니다.

❱ 온라인 SNAP 신청서 또는 재인증서, 증빙 서류를 ACCESS HRA 
앱에서 제출하고 나면, 전화로 인터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5:00에 718-SNAP-NOW(718-762-7669)
로 전화해 주십시오.

❱ 새 소식: 현금 보조금을 위해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현금 보조금 케이스를 위해 휴대 전화로 요청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업로드합니다.

❱ 새 소식: 자격이 되는 경우, 지금 Fair Fares  
할인 MetroCard를 신청합니다. 

❱ 이미 입력된 Medicaid 갱신을 인쇄합니다.

❱ 신청서 상태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 인터뷰를 포함한 예약된 약속을 
열람합니다.

❱ 온라인 알림을 읽거나 Go Paperless에 등록합니다.

❱ ‘문서(Document)’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수 문서(Required Documents)’ 
항목에서 HRA가 요청한 문서 목록과 ‘케이스 기록(Case Record)’ 
항목에서 이미 받은 문서 목록을 열람합니다. 

❱ 본인, 집주인 또는 유틸리티 공급업체에 대한 납부 내역과 EBT 잔고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로필(Profile)’ 페이지에서 우편 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통지,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에 대한 언어 환경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약속 및 재인증 만료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한 문자 알림을 
등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