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NYC 카드  소지자

800만 뉴욕 시민

모두를 위한 하나의 카드

자세한 혜택 정보: 

●	311번으로 전화

●	WWW.NYC.GOV/IDNYC 방문 

혜택 
가이드

2017

시장

한국어 (KOREAN)



IDNYC는 독보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관련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면 311번으로 전화

하거나 www.nyc.gov/idnyc/benefits을 방문하

십시오.

IDNYC는 신분증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	SNAP, 현금 지원, 섹션 8 같은 뉴욕 시 서비스 및 혜택 신청 
시 뉴욕 시 기관에서 사용합니다. 

●	NYPD 경찰관이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	학교 같은 공공건물 출입 시 사용합니다.

●	뉴욕 주 고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때 사용합니다. 

●	노동 허가 증빙 제출 시, 고용주가 사용합니다.

IDNYC의 가능한 용도:

●	브루클린, 뉴욕, 퀸즈 공공 도서관 시스템에서 도서관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뉴욕 시의 공식 처방약 할인 카드인 BigAppleRx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의 BIN 및 GRP를 약사에게 보여주십

시오. 

●	뉴욕 주 의료 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 시 이용합니다. 

●	NYC Health+Hospital 시설에서 등록 시 사용합니다.

IDNYC 카드를 소지했다고 해서 운전, 알코올이나 담배 구입 또
는 항공편 탑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DNYC는 이민 신분 또
는 노동 허가를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무료 문화 회관 멤버십 
이 브로셔 뒷면에 나열된 박물관, 동물원, 극장, 식물원에 대한  
1년 무료 멤버십이 부여됩니다. 멤버십 약관 및 자격은  
www.nyc.gov/idnyc를 참조하십시오.

IDNYC는 

단 1장의 필수 카드로서 

뉴욕 시민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할인 

IDNYC 엔터테인먼트 할인: 영화 표, 브로드웨이 쇼, 스포츠 경
기, 테마파크 등에 독보적인 할인이 제공됩니다.

브루클린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월드 챔피언십 권투, 패밀리 
쇼 및 대학 농구 등을 포함한 선택한 바클레이스 센터 이벤트, 브
루클린 네츠 및 뉴욕 아일런더스 경기 티켓에 최대 25% 할인이 
제공됩니다.

뉴욕 시티 풋볼 클럽: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모든 정기 시즌 
경기의 선택한 좌석에 $3 할인이 제공됩니다.

뉴욕 극장 발레 및 발레 학교 NY: 모든 공연에 10% 할인 및 성인

반 수업 10회 카드가 제공됩니다. 

The Alliance of Resident Theatres(극장연합회)/NY: 회원 
극장의 모든 공연에 할인이 제공됩니다.

헬스 및 피트니스 할인 

뉴욕 시 공원부: 25~61세 성인에게 연례 레크리에이션 센터 멤버

십에 대한 10% 할인 및 테니스 허가증이 제공됩니다. 

YMCA: Y Roads 청년 센터 및 New Americans Welcome 
Centers(이민자 웰컴 센터) 이용이 가능하며 뉴욕 시에 있는 22개 
YMCA 센터의 가족 및 성인 멤버십에 15% 할인이 제공됩니다. 

Citi Bike(뉴욕 시 공공 자전거): 신규 회원의 연간 멤버십에 15% 할
인을 제공합니다. 

NY Road Runners(뉴욕 러닝 커뮤니티): 첫 번째 연도 멤버십

은 무료이며 레이스 참가에 대한 최대 45% 할인 및 단체 트레이

닝에 대한 할인 등을 제공합니다. 

Modell’s Sporting Goods(Modell 스포츠용품): 뉴욕 시의 모
든 매장에 카드를 제시하면 제품 구매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추가 할인 

Food Bazaar(푸드 바자 마켓): 뉴욕 시의 모든 Food Bazaar 
슈퍼마켓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금융: 선택한 금융 기관에서 은행 또는 신용 조합 계좌 개설 시 
IDNYC를 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yc.gov/idnyc/benefits를 참조하십시오. 

뉴욕 동물 보호 센터: 고양이, 개, 토끼 입양 비용에서 $25를 할
인받을 수 있습니다. 

CourseHorse: CourseHorse.com에서 구매한 강좌에 15%를 
할인받아 강좌당 최대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BRC-971 (MLF)

무료 1년 멤버십을 획득하려면 해당 문화 회관에 문의하십시오.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BRIC

Bronx County Historical Society

Bronx Museum of the Arts

BAM (Brooklyn Academy of Music)

Brooklyn Children’s Museum

Carnegie Hall

Center for Performance Research

China Institute

The Drawing Center

Film Forum

Flushing Town Hall

Jamaica Center for Arts & Learning

Jacques Marchais Center for Tibetan Art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Metropolitan Museum of Art

Metropolitan Opera

Museum at Eldridge Street

Museum of Arts and Design

Museum of Chinese in America

Museum of Jewish Heritage

Museum of Modern Art

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New York Botanical Garden

New York City Ballet

New York City Center

MoMA PS1

Park Avenue Armory

Pregones Theater

The Public Theater

Queens Museum

Queens Theatre

Snug Harbor Cultural Center & Botanical Garden

St. George Theatre

Staten Island Museum

Studio Museum in Harlem

Sugar Hill Children’s Museum of Art & Storytelling

Symphony Space 

Wave Hill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at the Bronx Z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