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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제 대상인 가족 및 재택 아동 부양자는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원 및 거주 증명 서류 제공.
 (2) 본 통지서 2페이지 작성.
친척만 있는 아동 부양자인 경우 친척만 있는 아동 부양자를 위한 NYC 요건 통지서(CFWB-047)를 작성하십시오.
  
부양자의 신원 증명
부양자는 WHEDCo가 부양자의 신원(원본 서류의 복사본 가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 양식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양식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정부, 고용주, 학교 또는 기타 공식/공공 기관/정부 기관에서 발급하고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운전면허증/비운전자 신분증

	{ 여권 또는 비자

	{ 귀화 또는 시민권 증명서

	{ 학교 또는 군인 신분증

	{ 취업 허가 카드

	{ 영주권 카드

	{ 정부 혜택 카드(예: 현금 지원/Medicaid/영양 보조 지원 프로그램)
또는
최소한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소셜시큐리티 카드

	{ 출생 증명서

	{ 세례 증명서

	{ 정부 혜택 카드(예: 윌페어/Medicaid/푸드 스탬프)

	{ 생명 보험 증권 

부양자 거주지 또는 제3자 소유자나 임차인 증명
부양자의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부양자는 WHEDCo가 복사한 복사본이나 원본으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에 적힌 상세 금융 정보를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공식 편지지에 작성한 진술서*

	{ 부양자 이름이 기재된 임대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서

	{ 주소가 미리 인쇄된 임대료 명세서/영수증*

	{ 모기지 기록

	{ 거주지에 대한 세금 납부서(재산세 고지서)

	{ 부양자 주소가 기재된 공과금 고지서(전기, 가스, 난방, 기름, 수도 또는 유선 전화)*

	{ 부양자 주소가 기재된 은행 거래 내역서*

	{ 부양자 주소를 포함한 부양자의 학교 기록부*

*모든 서류는 발급한 지 6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동 부양자를 위한 신원 및 거주 증명

거주지를 증명할 수 없거나 제3자 거주지에서 아동을 부양 중인 경우, 부동산 소유자 또는 주 임차인의 거주지를 증명하려면 위의 목록에 있는 서류와 
함께 2페이지 하단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acs/index.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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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부양자를 위한 신원 및 거주 증명 계속

아동 이름: 

부양자 이름:  

아동 부양 장소   
 

위의 장소는 아래에 명시된 사람의 주소입니다(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부양 대상 아동

	{ 부양자(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서 중단하십시오. 아래에 추가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소유자 또는 주 임차인이 아닌 경우 여기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주 임차인 이름은:
 제3자의 장소(부양자 또는 부양 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곳이 아님)

 
날짜:

*부양자 확인란: 만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없다고 체크하거나 제3자의 장소에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소유자 또는 주  
임차인이 아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 진술서: 

본인,   (은)는, 의 소유자/주 임차인으로서 
              

 (이)가 (을)를 부양하도록 본인의 거주지  
 

 사용을 허락합니다.
 
소유자/주 임차인 서명

날짜

법적 면제 대상인 가족 및 재택 아동 부양 장소

소유자/주 임차인 이름

주소

부양자 이름

아동 이름

https://www1.nyc.gov/site/acs/index.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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