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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민 여러분께,

뉴욕 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시는 모든 배경과 모든 신념, 모든 국적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우리의 경제와 다채로운 문화 유산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저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자원 및 추천 안내서 최신판은 강력한 자료입니다. 이 안내서는
여러분이 뉴욕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 시가
제공하는 방대한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안내서는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뉴욕 시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자들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민자들과 난민 이웃들을 위해 설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도착한
날이 100년 전이든 100일 전이든 여러분은 뉴욕 시민입니다. 다 함께 우리는 #AlwaysNYC입니다.
고맙습니다.

Bill de Blasio
시장

뉴욕 시민 여러분께,

시와 커뮤니티 서비스, 5개 자치구의 뉴욕 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원을 함께
소개하는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자원 및 추천 안내서 제3판을 이용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뉴욕 시는 이민자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거주지가 어디든, 언제 이 도시로 왔든
상관없이 이민자 출신의 뉴욕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더 바람직하고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터 의료, 신뢰할 만한 법률 서비스까지 이 안내서는 여러분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이 안내서에 들어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데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영어 외에 10개 언어로
작성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국(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MOIA)은 Bill de Blasio 시장의
리더십 하에 각종 서비스와 다양한 기회의 이용 권한을 확대하고 이민자 뉴욕 시민들의 경제, 시민,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여 뉴욕 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살기 좋아지면 뉴욕 시 전체가 함께 발전합니다.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국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이민자 뉴욕 시민들을 돕고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itta Mostofi
국장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국

이민자 뉴욕 시민을 위한 자료 가이드

뉴욕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를 지원합니다. 200
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도움을 전화나 클릭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로드맵을 소개합니다.

이민 관련 법률 지원
•
•

•

ActionNYC 1-800-354-0365에 전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무료 통화, 안전한 이민 관련 법률 지원
311번으로 전화 후 “citizenship appointment”(시민권 예약)라고 말하거나 NYC.gov/NYCitizenship를 방문하여 일
부 공공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무료 시민권 신청 지원 및 재무 상담 신청
고객의 약점을 이용하는 이민 서비스 제공자를 조심하십시오. 면허를 보유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자격을 갖춘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새로운 미국인 핫라인에 1-800-566-7636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보호 및 강화
의료

교육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 감당해
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립 병원과 진료소 및 적정 비
용의 기타 진료소에서 저렴한 응급 및 비응급 진료가
제공됩니다. NYC Well은 뉴욕시의 정신 건강 및/
또는 약물 남용 우려에 관한 도움을 찾는 분들을 위
한 무료, 기밀 지원, 위기 중재, 정보 및 의뢰 서비스
를 1년 365일 24시간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합
니다. 1-888-NYC-Well에 전화하거나 65173번에
WELL이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십시오. 뉴욕시의 모든 아동은
이민 신분이나 언어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4세이거나 곧 4세가 되는 아동은 프리
스쿨(Pre-K)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며, 모든 거주자
는 5세부터 졸업 때까지 또는 21세가 되어 학년도
가 끝날 때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3-K, 프리스쿨(Pre-K), 또는 기타 교육부 학교에 등
록하려면 311번에 전화하거나 schools.nyc.gov/
enrolIment를 방문하십시오.

무료 또는 저비용 양육 서비스. 생후 6주~만 12세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은 무료 또는 저비용 양육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NYC.gov/ACS를 방문하
거나 311번에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음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 식사. 뉴욕시 전역에
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노숙 생활 방지(Homebase) 프로그램은 거주자들
이 보호소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 NYC.gov/Homebase를 방문하거나 311
번에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자녀 양육 서비스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해
공공 안전

시에서는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NYPD는 범죄
피해자, 증인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민 신분
을 묻지 않습니다. 증오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증오 범
죄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NYPD로 연락하십시
오. NYPD 증오범죄 태스크 포스(Hate Crimes Task
Force)에 직접 문의하시려면 1-646-610-5267번으
로 전화하십시오.

비상 식량 및 보호소 시스템

차별로부터 보호

모든 뉴욕 시민에게는 직장, 가정 및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인 차별, 보복 및 부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
리가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311번에 전화하거나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1-718-722-313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무료 IDNYC 신분증을 받으십시오

IDNYC를을 받으려면 지금 예약하십시오. 311번으로 전화하여 “IDNYC”라고 말하거나 NYC.gov/lDNYC를 방문하
십시오. IDNYC는 만 10세 이상의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무료 신분증이며 수많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IDNYC는
이민 신분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IDNYC 정보를
보호합니다.

전화, 온라인, 대면 그 어떤 방식으로든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월요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직접 1-212-788-765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세 군데의 뉴욕
시 이민 정보 데스크 중 하나에 방문해도 됩니다. 위치는 NYC.gov/ImmigrantInfoDesk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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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이용법

이 자원 및 추천 안내서는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는 뉴욕 시 기
관, 학교, 비영리 단체 및 이민자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는 뉴욕 시 서비스
와 비정부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추천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모든 서비스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뉴욕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 기관은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NYC.gov/immigrants)으로 또는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recently arrived
immigrants”라고 말씀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NYC 이민자 인포메이션 데스크(Immigrant Information Desk)를 방문하여 이 안내서에 나와 있
는 서비스와의 연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nyc.gov/immigrantinfodesk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정부 단체를 포함한 것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 단체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의 단체가 이 안내서에 포함되기를 원하시면 askMOIA@cityhall.nyc.gov를 통해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으로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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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든 아동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학교에 등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은 21세까지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6세부터 17세가 되
는 학년 말까지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뉴욕 시 공립학교의 학년은 일반적으로 9월 초에서 6월 말까지입니다. 학기 중 아무 때라도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DOE)는 모든 아동이 다음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DOE 직원은 학생 및 가족의 이민 신분에 대해 묻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생 또는 가족의 이민 신분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시의 비밀보장 정책 및 교육감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 DOE 직원은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등 비지역 사법 기관의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DOE는 이민세관단속국을 포함해 연방 요원의 학교 출입을 허용하
지 않습니다(단, 법으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제외). 비지역 사법 집행관이 학교를 방문해야 할 경
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부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DOE는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는 엄격한 연방, 주정부 및 지방 정부법을 준수합니다.

•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며 지원적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보장합니다. DOE의 정책은 실제/
인지된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이민 신분, 장애, 성적 취향, 성별(성), 성
정체성, 성 표현, 체중에 대한 괴롭힘, 따돌림,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를 유지하는 것입니
다. 모든 사건 또는 우려 사항은 즉시 교직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직원이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DOE 웹사이트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upport/supportingimmigrant-families 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 또는 학군과 가까운 곳의 학교를 찾으려면 https://www.schools.nyc.gov/
schoolsearch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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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등록
가족 환영 센터

뉴욕 시가 처음이시면, 가족 환영 센터(Family Welcome Center) 직원이 다음 장소에서 뉴욕 시공립
학교 등록 절차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Bronx
Districts Served: 7, 9, 10
1 Fordham Plaza, 7층
Bronx, NY 10458
전화: (718) 329-8050

Districts Served: 8, 11, 12
1230 Zerega Avenue, 24호실
Bronx, NY 10462
전화: (718) 828-7546
Brooklyn
Districts Served: 17, 18, 22
1780 Ocean Avenue, 3층
Brooklyn, NY 11230
전화: (718) 758-7672
Districts Served: 20, 21
415 89th Street, 5층
Brooklyn, NY 11209
전화: (718) 759-4942

Districts Served: 19, 23, 32
1665 St. Mark’s Avenue, 116호실
Brooklyn, NY 11233
전화: (718) 240-3598
Districts Served: 13, 14, 15, 16
29 Fort Greene Place, BS12호실
Brooklyn, NY 11217
전화: (718) 804-6599

Manhattan
Districts Served: 1
P.S 20 Anna Silver School
166 Essex St. New York, NY 10002
전화: (212) 254-9577

Districts Served: 1, 2, 4
333 Seventh Avenue, 12층, 1211호실
New York, NY 10001
전화: (212) 33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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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s Served: 3, 5, 6
388 West 125th Street, 7층, 713호실
New York, NY 10027
전화: (212) 342-8304
Queens
Districts Served: 24, 30
28-11 Queens Plaza North, 3층
Long Island City, NY 11101
전화: (718) 391-6270
Districts Served: 25, 26
30-48 Linden Place, 2층
Flushing, NY 11354
전화: (718) 281-3422

Districts Served: 27, 28, 29
90-27 Sutphin Boulevard, 1층
Jamaica, NY 11435
전화: (718) 557-2786

Staten Island
Districts Served: 31
715 Ocean Terrace, Building A
Staten Island, NY 10301
전화: (718) 420-5617

3-K 및 프리스쿨(Pre-K) 등록

3-K 및 Pre-K for All은 뉴욕 시의 3-4세 아동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전일 무료 교육입니다.
www.schools.nyc.gov/prek 를 방문하시거나, 877877번으로 “prek”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록

K-8학년의 모든 학생은 몇 단계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학군 내 학교 찾기

• 학군 내의 학교는 지정된 지역에 사는 모든 학생을 위한 인근 학교이며, 집 주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학교 검색 도구(schools.nyc.gov/schoolsearch)에 집주소를 입력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학군
내 학교를 찾으십시오. 모든 등록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311번으로 전화하시면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전화 통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어진 주소에 학군 내 학교가 없는 경우, 가족 환영 센터(Family Welcome Center, 위치는 7쪽 참
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십시오(아래 필수 서류 목록 참조). 상담사가 자리가 있는 학교 중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녀를 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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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군 내 학교나 지정된 학교에 방문해 등록하기

• 학군 내의 학교나 입학처에서 귀 자녀를 배정한 학교로 가십시오.

•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아래 필수 서류 참조).

고등학교 등록

9-12학년의 모든 신입생은 가족 환영 센터(Family Welcome Center, 위치는 7-8쪽 참조)에서 등록해
야 합니다. 등록 상담사가 귀 자녀를 위한 학교 찾기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뉴욕 시의 고등학교는 학군으
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언급한 과정과 다른 등록 과정을 거칩니다.

미국에 최근에 입국한 17세에서 21세의 학생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나 교육부의 79학군을 통해 졸업 길
잡이(Pathways to Graduation, 자세한 내용은 10쪽 참조)와 같은 대안 학교 및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안 고등학교 옵션에 대해 알아보려면 고등학교 대안을 위한 추천 센터(Referral Centers
for High School Alternatives, 위치는 10쪽 참조)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s://sites.google.
com/d-79.com/nyc-doe-district-79/ho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참 내역 및 필요한 서류

뉴욕 시 공립학교에 귀 자녀를 등록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와 거주 증명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학교에 귀 자녀를 등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 후에 학교에서 적절한 기록을 찾고, 귀 자녀의 예방접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에 자녀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서류:

• 연령 증명

• 예방 접종 기록(해당되는 경우)(예방 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4쪽 참조)
• 최근 성적표/성적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및/또는 504 편의제공 계획
(504 Accommodation Plan)(해당되는 경우 및 이용 가능한 경우)

• 뉴욕 시 거주 증명서(다음 중 2개). 전체 서류 목록은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
enrollment-help/new-studen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National Grid(이전 Keyspan), Con Edison 또는 Long Island Power Authority(Rockaway
거주자)가 발행한 60일 이내의 가정용 공과금(가스 혹은 전기)
– 90일 이내의 가정용 수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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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원본, 부동산 양도 증서 또는 거주용 모기지 내역서
– 거주지의 현재 재산세 고지서

– 고용인이 발행한 60일 이내의 공식 급여 명세서(예: 급여 영수증)

– 연방, 주, 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거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있는 서류 혹은 서신(예: IDNYC,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도시주택국(City Housing Authority), 아동 서비스
관리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에서 발급한 60일 이내의 서류)

참고: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재임대(sublet)하거나, 주 임차인이 아니거나, 주택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 학부모 거주 진술서(Parent Affidavit of Residency, https://www.schools.nyc.gov/
enrollment/enrollment-help/new-students에서 이용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동등 학위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19세 이상의 모든 뉴욕 시민은 고등학교 동등 학위(이전 GED)를 받기 위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TASC라 불리며 모든 뉴욕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치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cces.nysed.gov/ged를 참조하십시오.

뉴욕 시 교육부는 무료 TASC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17세에서 21세 학생은 TASC의 5가지 전 영역(읽
기, 쓰기, 수학, 과학 및 사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전일 고등학교 동등 학위 프로그램인 졸업 길잡
이(Pathway to Graduation)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길잡이는 ESL 및 스페인어 이중 언어
교육, 대학 및 진로 계획 지원, 유급 인턴쉽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학생은 아래 기재된 고등학교 대안
추천 센터(Referral Center for High School Alternatives)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졸업 길잡이 프로그램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안 추천 센터

Bronx
1010 Reverend James A. Polite Avenue, 3층
Bronx, NY 10459
전화: (718) 842-9200
Brooklyn
832 Marcy Avenue, 2층 도서관, 501A호실
Brooklyn, NY 11216
전화: (718) 636-5770
Manhattan
269 West 35th Street, 7층
New York, NY 10001
전화: (212) 244-1793

Queens
162-02 Hillside Avenue, 109호실
Jamaica, NY 11432
전화: (718) 73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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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n Island
450 St. Marks Place
Staten Island, NY 10301
전화: (718) 273-3225

다중언어 학습자 교육

다중언어 학습자(Multilingual Learner, MLL)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며 영어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입니다.
교육부는 영어학습자를 지원하는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New Language, ENL)는 모든 뉴욕 시 DOE의 공립학교에서제
공되며, 영어 습득을 강조하는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 과도기적 이중 언어 교육(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TBE)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
면서 모국어로 개념을 익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TBE 프로그램은 ENL 구성요소와 수업이 모국어와 영
어로 제공됩니다.
• 이중 언어(Dual Language, DL) 프로그램은 영어 발달이 필요한 MLL과 타 언어 습득에 관심이 있는
영어만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에게 모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위와 같은 서비스에 자녀를 등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중언어 학습자 및 학생
지원부(Department of Multilingual Learners and Student Support)에 (212) 374-607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ellfamilies@schools.nyc.gov로 연락하십시오.

방과 후 프로그램, 커뮤니티 서비스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뉴욕 시 청소년 및 지역 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양질의 청소년 및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기금을 조달하여 뉴욕 시의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뉴욕 시의 방과 후 프로그램 종합 시스템(Comprehensive After School System Of NYC,
COMPASS NYC)
• 비컨 커뮤니티 센터

• 코너스톤 커뮤니티 센터
• 아버지 모임
• 이민 서비스

• 청소년을 위한 직업 및 인턴쉽

•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식자력 증진 프로그램
•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서비스
• 여름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귀하의 지역 사회에서 찾으시려면, https://www1.nyc.
gov/site/dycd/index.page에서 “Discover DYCD”를 클릭하거나 (800) 246-4646번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전화하여 20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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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최소 일 년 동안 뉴욕 시에 거주함과 동시에 적법한 영구 또는 임시 이민 신분(귀화한 시민권자, 영주권
소지자, 난민, 망명자, U/T비자 소지자 등)을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수혜자이면, City University of New York(CUNY)과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UNY) 대학에서 주내 거주자 등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CUNY 및 SUNY에서 주내 거주자 등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동안 뉴욕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였음

• 뉴욕 주에서 승인된 과정에 참석한 후에 고등학교 동등 학위를 받았음

CUNY에 대한 정보는 (800) CUNY-YES (286-9937)로 전화하거나 cuny.edu를 참고하십시오.
SUNY에 대한 정보는 (800) 342-3811로 전화하거나 suny.edu/attend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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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교육, 인력 개발 및 재정 지원
성인 교육 프로그램

CUNY의 평생 및 전문 교육

CUNY의 평생 및 전문 교육(Continuing and Professional Education)은 전문 지식 또는 최신
자격증을 구하는 전문가를 위한 과정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을 찾는 구직자를 위한 과정도
있고, 새로운 이민자에게는 갖고 있는 기술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도 있고,
성인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한 영어와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CUNY의 17개 평생 교육 부서는 1,5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2.cuny.edu/academics/cpe/를 방문하십시오.

뉴욕 시의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

뉴욕 시의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는 인력 개발, 양육 기술, 컴퓨터 액세스 및 교육, 기타 세대 간 프로그래밍을 비롯하여 이민자 뉴욕
시민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5개 자치구 전역의 지역 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00) 246-4646으로 문의하십시오.

뉴욕 시 교육부 성인 및 평생 교육국

뉴욕 시 교육부 성인 및 평생 교육국(Office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OACE)은 21세 이상
성인에게 900개 이상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거주 자치구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습
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other-waysto-graduate/adult-education을 방문하십시오.

위 스피크 NYC

위 스피크 NYC(We Speak NYC)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무료 영어 회화 수업을 제공합니다. 자원 봉사자
들은 에미상(Emmy Award)을 수상한 교육 TV 시리즈인 “We Speak NYC”와 각 비디오에 수반되는 교
육 자료를 사용하여 이 수업을 지도합니다. 이 비디오는 뉴욕 시에서 이민자들의 실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하며 정부 서비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처의 어떤 단체가 We Speak NYC 수업을 제공하는지 전화 (212) 788-7654로 MOIA에 연락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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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개발

워크포스1 센터

워크포스1(Workforce1)은 자격 대상자를 훈련시키고 뉴욕 시에서 취업할 기회로 이어주는 서비스입니
다. 워크포스1 커리어 센터는 뉴욕 시의 5개 자치구 전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업 연결뿐 아니라 워크
포스1은 자격을 갖춘 개인을 직업 교육에 연결하고 경력 서비스 워크숍 및 직업 조언을 제공합니다.
근로 허가를 받은 이민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워크포스1 커리
어 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생년월일을 증명하려면 IDNYC, 뉴욕 주 운전 면허증, 출생증명서,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워크포스1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 www.nyc.gov/workforce1
워크포스1 센터 위치 찾기: https://maps.nyc.gov/sbs

중소기업 서비스

NYC 비즈니스 솔루션

NYC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NYC Business Solutions Center)는 뉴욕 시에서 사업을 시작, 운영 및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과정
• 법률 지원
• 금융 지원
• 인센티브

• 정부 탐색
• 구인
• 교육

• 정부에 판매

• 소수 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인증

NYC 중소기업부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nyc.gov/smallbiz 를 참조하십시오.
사업주는 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NYC Business Solutions”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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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
Bronx
400 East Fordham Road, 7층
Bronx, NY 10458
전화: (718) 960-7910
Brooklyn
9 Bond Street, 5층
Brooklyn, NY 11201
전화: (718) 875-3400

Manhattan
79 John Street
New York, NY 10038
Upper Manhattan Center
361 West 125th Street
New York, NY 10027
Washington Heights Center
560 West 181st Street
New York, NY 10033
Queens
90-27 Sutphin Boulevard, 4층
Jamaica, NY 11435
Staten Island
120 Stuyvesant Place, 3층
Staten Island, NY 10301

다양한 언어로 된 무료 비즈니스 과정

이민자 소유의 중소기업은 뉴욕 시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뉴욕 시의 이민자 기업인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NYC 중소기업부(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SBS)는 중소기업을 계획, 발족 또는 성장시키는 이민자 기업인을 위한 단계별 안내서를 개발했
습니다.
• 뉴욕 시에서 비즈니스 구축: 이민자 기업인을 위한 안내서는 8개의 언어로 온라인
nyc.gov/immigrantbiz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영어,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안내서는 상업용 임대 계약, 정부 탐색, 이민자 뉴욕 시민의 권리 이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조언을 제
•이
공합니다.
시가 운영하는 이민자 비즈니스 소유주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www1.nyc.gov/nycbusiness/article/immigrant-business-initiative를 방문하십시오.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 15

사업 시작 또는 운영

시에는 여러분께 중요한 허가증, 면허증 및 규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이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nyc.gov/business를 방문하십시오.

재정 지원

무료 재정 상담

뉴욕 시의 재정 지원 사무국(Office of Financial Empowerment, OFE)을 통해 전문 재정 상담사와 일
대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부채 관리, 채무 추심 해결, 신용 개선, 예산 책정, 은행 계좌 개설, 비
상 자금 마련, 미래를 위한 계획 및 저축 등을 도와드립니다.

무료로 기밀이 보장되는 재정 상담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311로 전화하셔서 30개의 사무실 중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세요. OFE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
한 정보는 nyc.gov/consumer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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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뉴욕 시에서는 모든 거주자가 이민 신분이나 지급 능력에 상관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거주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지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거주자는 대부분의 병원과 진료소에서 보험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 시는 2019년에
NYC Care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이민 신분 때문에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없는
거주자와 이용 가능한 보험 옵션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거주자 등 모든 거주자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NYC Care 관련 자세한 정보는 311에 전화하거나 www.nychealthandhospitals.org/nyccar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의료 보험은 의료비를 지불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311로 전화하시거나, 877877번으로 “CoveredNYC” 또는 “SeguroNYC”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https://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health-insurance.page로 방문하시면 수혜
자격이 되는 재정 지원 관련 정보를 포함해 건강 보험 가입에 대해 여러 언어로 무료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의료 보험

이민 신분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저가 또는 무료 공공 건강 보험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적법한 영구 또는 임시 이민 신분(귀화한 시민권자, 영주권 소지자, 난민, 망명자, U/T비자 소지자,
임시 보호 신분수혜자 등)이거나, 청소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수혜자이면, Medicaid나 Essential Plan 같은 저가 또는 무료의 공공 보험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대기 중이거나 비자 청원 중이거나 정부에 미국 거주 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 Medicaid나
Essential Plan 같은 저가 또는 무료의 공공 건강 보험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경우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Medicaid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욕 주에 거주하는 19세 이하의 모든 아동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Child Health Plus (CHP) 프로그램을
•뉴
통해 공공 의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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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 보험

• 적법한 영구 또는 임시 신분 상태이신 경우 뉴욕 주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NY State of Health
Marketplace)를 통해 민간 의료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의료 보험 비용의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nystateofhealth.ny.gov를 방문하시거나 311로
전화해 주십시오.

• 주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가입을 신청할 자격이 안 되더라도 타주의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
스 민간 의료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고,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을 가입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주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가입을 신청할 자격이 안 되더라도 자격 대상인 자녀를 대
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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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병원 및 지역 사회 의료 센터

모든 뉴욕 시 건강+병원(NYC Health + Hospitals, H+H) 문의는 (718) 387-6407번으로 전화하시면 가
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됩니다.
저가의 진료를 H+H를 통해 보험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H+H는 응급치료, 기본 의료, 건강 진단,
예방 접종 등을 모든 연령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이민자는 이민 신분이나 지급 능력에 관계없이 뉴욕 시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H 의료 시설은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병원은 환자의 이
민 신분이나 지급 능력에 상관없이 응급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mergency Medicaid는 응급 의료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진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를 제공합
니다.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 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병원
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에는 이민 신분 및 기타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H+H는 환자의 사생활권을 존중
합니다.
공공 병원 및 의료 센터 전체 목록 문의는 311로 전화하십시오.

뉴욕 시 건강+병원 의료 센터 위치
Bronx
NYC Health + Hospitals/Jacobi
1400 Pelham Parkway South
Bronx, New York 10461
전화: (718) 918-5000

NYC Health + Hospitals/Lincoln
234 East 149th Street
Bronx, New York 10451
전화: (718) 579-5000

NYC Health + Hospitals/North Central Bronx
3424 Kossuth Avenue
Bronx, New York 10467
예약: (844) 692-4692
일반 정보: (718) 918-5700
Brooklyn
NYC Health + Hospitals/Coney Island
2601 Ocean Parkway
Brooklyn, New York 11235
전화: (718) 6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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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Health + Hospitals/Kings County
451 Clarkson Avenue
Brooklyn, New York 11203
전화: (718) 245-3131
NYC Health + Hospitals/Woodhull
760 Broadway
Brooklyn, New York 11206
전화: (718) 963-8000
Manhattan
NYC Health + Hospitals/Bellevue
462 First Avenue
New York, New York 10016
전화: (212) 562-5555
NYC Health + Hospitals/Harlem
506 Lenox Avenue
New York, New York 10037
전화: (212) 939-1000

NYC Health + Hospitals/Metropolitan
1901 First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9
전화: (212) 423-6262
Queens
NYC Health + Hospitals/Elmhurst
79-01 Broadway
Elmhurst, New York 11373
전화: (718) 334-4000
NYC Health + Hospitals/Queens
82-68 164th Street
Jamaica, New York 11432
전화: (718) 883-3000

뉴욕 시 건강+병원
GOTHAM HEALTH-지역 사회 의료 센터
Bronx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Morrisania
1225 Gerard Avenue
Bronx, New York 10452
전화: (718) 960-2781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Belvis
545 East 142nd Street
Bronx, New York 10454
전화: (718) 57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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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Cumberland
100 North Portland Avenue
Brooklyn, New York 11205
전화: (718) 388-5889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East New York
2094 Pitkin Avenue
Brooklyn, New York 11207
전화: (718) 388-5889
Manhattan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Gouverneur
227 Madison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2
전화: (212) 238-7897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Sydenham
264 West 118th Street
New York, New York 10026
전화: (212) 932-6500
Staten Island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Vanderbilt
165 Vanderbilt Avenue
Staten Island, NY 10304
전화: (844) 692-4692

GOTHAM HEALTH-인근 진료소

Bronx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Daniel Webster
401 East 168th Street
Bronx, NY 10456
전화: (718) 538-1982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Gunhill
1012 East Gunhill Road
Bronx, NY 10469
전화: (718) 918-885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Melrose Houses
348 East 156th Street
Bronx, NY 10451
전화: (844) 692-4692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Tremont
1826 Arthur Avenue
Bronx, NY 10457
전화: (646) 81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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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Bedford
485 Throop Avenue
Brooklyn, New York 11221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Bushwick
335 Central Avenue
Brooklyn, NY 11221
전화: (718) 573-486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Greenpoint
875 Manhattan Avenue
Brooklyn, NY 11222
전화: (718) 630-322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Williamsburg
279 Graham Avenue
Brooklyn, NY 11211
전화: (718) 384-0563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Fort Greene
295 Flatbush Avenue Extension
Brooklyn, NY 11201
전화: (718) 388-5889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Sumner
47 Marcus Garvey Boulevard
Brooklyn, NY 11206
전화: (718) 455-3884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Jonathan Williams
333 Roebling Street
Brooklyn, NY 11211
전화: (718) 387-647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Brownsville
259 Bristol Street
Brooklyn, NY 11212
전화: (718) 495-7283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Crown Heights
1218 Prospect Place
Brooklyn, NY 11213
전화: (718) 388-5889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Ida G. Israel
2925 West 19th Street
Brooklyn, NY 11224
전화: (844) 872-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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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Homecrest
1601 Avenue S
Brooklyn, NY 11229
전화: (718) 616-5102
Manhattan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Judson
34 Spring Street
New York, NY 10012
전화: (212) 925-500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Roberto Clemente
540 East 13th Street
New York, NY 10009
전화: (212) 387-740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La Clinica Del Barrio
413 East 120th Street
New York, NY 10035
전화: (212) 410-794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St. Nicholas
281 West 127th Street
New York, NY 10027
전화: (212) 865-130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Dyckman-Clinica de Las Americas
175 Nagle Avenue
New York, NY 10034
전화: (212) 544-2001
Queens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Jackson Heights
34-33 Junction Boulevard
Queens, NY 11372
전화: (718) 334-615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Women’s Health Center
59-17 Junction Boulevard
Queens, NY 11368
전화: (718) 334-630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Ridgewood
769 Onderdonk Avenue
Queens, NY 11385
전화: (718) 334-6190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Parsons
90-37 Parsons Boulevard
Queens, NY 11432
전화: (718) 334-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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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Springfield Gardens
134-64 Springfield Boulevard
Queens, NY 11413
전화: (718) 334-6801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South Queens
114-02 Guy R. Brewer Boulevard
Queens, NY 11434
전화: (718) 883-6699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Woodside
50-53 Newtown Road
Queens, NY 11377
전화: (718) 334-6140

Staten Island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Mariner’s Harbor
2040 Forest Avenue
Staten Island, NY 10303
전화: (718) 266-6328

뉴욕 시 보건부(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진료소
연방 공인 건강 센터

연방 공인 건강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는 연방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사
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받습니다. 이 시설들은 환자의 수입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합니다. 뉴욕 시 전역에 이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의 센터를 찾으려면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를 방문하여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더 많은 의료 정보

권한 부여를 위한 건강 정보 도구

권한 부여를 위한 건강 정보 도구(Health Information Tool for Empowerment, HITE,
http://hitesite.org/)는 뉴욕 시의 다섯 개 자치구를 포함한 대 뉴욕 시(Greater New York City)
지역의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는 서비스 유형, 위치 및 사용
언어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려면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예방 접종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육
부는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정과 협력할 것입니다.
아동 및 성인 예방 접종에 대한 정보와 예방 접종 진료소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www1.nyc.gov/site/doh/services/immunization-clinics.pag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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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진료소
Fort Greene Health Center
295 Flatbush Avenue Extension, 5층
Brooklyn, NY 11201
결핵 흉부 센터

Bronx
Morrisania Chest Center
1309 Fulton Avenue, 1층
Bronx, NY 10456
Brooklyn
Fort Greene Chest Center
295 Flatbush Avenue Extension, 4층
Brooklyn, NY 11201
Manhattan
Washington Heights Chest Center
600 West 168th Street, 3층
New York, NY 10032
Queens
Corona Chest Center
34-33 Junction Boulevard, 2층
Jackson Heights, NY 11372

성의학 클리닉

뉴욕 시 보건부의 8개 성의학 클리닉에서 HIV를 포함한 성매개 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TI)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클리닉에서는
선착순으로 환자를 진료합니다.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2세 이상 누구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이 없거나 차등 납부제(sliding scale fee)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의 모든 환자는 다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개 감염병 검사 및 치료
• HIV 검사

자격이 되는 환자는 다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IV 치료 시작

• PEP(노출 후 예방)

• PrEP(노출 전 예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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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수막염, A형 간염 및 B형 간염 백신
• 응급 피임법

• 다음의 상담: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선별, 단기 개입, 의뢰 및 치료
*위기 및 단기 상담 평가, 사회 서비스 추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1.nyc.gov/site/doh/services/allclinics.page 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Bronx:
Morrisania Sexual Health Clinic
1309 Fulton Avenue, 2층
Bronx, NY 10456

Manhattan:
Central Harlem Sexual Health Clinic
2238 5th Avenue, 1층
New York, NY 10037
Riverside Sexual Health Clinic
160 W 100th Street, 1층
New York, NY 10025
Chelsea Sexual Health Clinic
303 Ninth Avenue, 1층
New York, NY 10001
Brooklyn:
Fort Greene Sexual Health Clinic
295 Flatbush Avenue Extension, 2층
Brooklyn, NY 11201
Crown Heights Sexual Health Clinic
1218 Prospect Place, 2층
Brooklyn, NY 11213
Queens:
Corona Sexual Health Clinic
34-33 Junction Boulevard, 1층
Jackson Heights, NY 11372
Jamaica Sexual Health Clinic
90-37 Parsons Boulevard, 1층
Jamaica, NY 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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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 건강+병원의 성소수자 전문 병원

뉴욕 시 건강+병원(NYC Health + Hospitals)의 성소수자 전문 병원(Pride Health Centers)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LGBTQ) 환자가 개인 및 가족 중심의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소수자 전문
병원의 모든 의료진 및 직원은 LGBTQ 커뮤니티의 건강 요구 사항에 대한 심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소수자 전문 병원의 서비스에는 일차 진료, 예방 접종, 성확정(gender affirming) 진료 및 호르몬
치료, 전문의 소개, 가족 계획, HIV/성매개 감염병 검사 및 치료, PrEP(노출 전 예방), 청장년 치료 및 사회
사업이 포함됩니다. 뉴욕 시 건강+병원의 성소수자 전문 병원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NYC Health + Hospitals/Bellevue
462 First Avenue
New York, NY 10016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34 Spring Street
New York, NY 10012
*청장년 및 청소년 진료 전문

NYC Health + Hospitals/Gotham Health – Gouverneur
227 Madison Street
New York, NY 10002
NYC Health + Hospitals/Metropolitan
1901 First Avenue
New York, NY 10029
*대도시에서 일부 성확정수술 제공
NYC Health + Hospitals/Woodhull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예약 및 추가 정보는 844-NYC-4NYC 또는 844-692-4692로 전화하셔서 성소수자 전문 병원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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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공 주택 및 적정 가격 주택
뉴욕 시 주택 관리국

뉴욕 시 주택 관리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을 위해 안
전한 생활 환경의 저렴하고 좋은 주택을 제공합니다.
공공 주택 아파트를 신청하시려면 https://apply.nycha.info에서 신청하십시오. 가족 중 최소 한 명은 미
국 시민권자 또는 적법한 이민 신분이 있는 비시민권자(영주권 소지자, 난민/망명자)여야 합니다. 지원자의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뉴욕 시 주택 커넥트

뉴욕 시 주택 커넥트(New York City Housing Connect, https://a806-housingconnect.nyc.gov/
nyclottery/lottery.html#home)는 뉴욕 시에서 적정 가격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기회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포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뉴욕 시의 적정 가격 주택 신청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현재 및 향후 주택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의 신청서 작성을 시작, 저장 및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주택 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정 가격 주택을 신청하고 자격을 얻는 것은 긴 과정일 수 있으며 주택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적정 가격
주택을 신청하려면 자격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신용 및 배경 조사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필요합니다. 신청 가구는 자산별 상세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임의 자산 추첨에서도 당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뉴욕 시 주택 커넥트(NYC Housing Connect)는 신청 절차와 관련된 개별 상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려면 해당 주거 대사(housing
ambassador, nyc.gov/site/hpd/renters/housing-ambassadors.page)에 연락하십시오. 뉴욕 시
주택 커넥트에서 다국어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절차 안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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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방지

주거지를 잃기 직전이라면, 홈베이스(Homebase)가 보호소 생활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맞춤화된 계획에 따라 눈앞에 닥친 주거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
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홈베이스 서비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즉각 뉴욕 시 홈리스 보호소 시스템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
• 소득이 낮은 경우

편리한 곳에 자리한 23개의 홈베이스 노숙인 방지 센터는 노숙인 방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음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 퇴거 예방 서비스

• 공공수당을 받기 위한 지원
• 재정 상담 및 자산관리
• 이주 관련 도움

• 임대주와 가족의 중재
• 고용 서비스/추천

• 지역 사회 자원과 연결
• 단기 재정 지원

보호소 입소를 고려하시는 경우 홈베이스에 전화하여 면담 예약을 하십시오. 지역 사회의 홈베이스 예방
사무실에 311로 전화하십시오.

주거권

NYC 인권법에 따라 임대주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 특정인의 이민 신분, 국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부하는 행위

• 이민자 또는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세입자는 받지 않는다는 광고문을 게시하는
행위

• 체류 상태, 국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적절한 수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타세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는 행위

• 아파트에서 퇴거시키고자 이민 신분, 국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목표로 삼는
행위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보고하거나, 팁을 공유하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311로 전화해서 인권위원
회에 문의하십시오.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 29

아동 및 가족 복지
보육

EarlyLearn NY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6주부터 4세까지의 자녀를 센터 기반 및 가정 기반 보육 센터에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아동 및
가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이중 언어 및 영양 서비스 같은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6
주에서 13세 사이의 자녀를 둔 대상자 가족은 뉴욕 시 보육 기관의 보육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arlyLearn NYC의 자격 기준은 NYC 아동 서비스 관리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 웹사이트인 https://www1.nyc.gov/site/acs/early-care/eligibility.page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EarlyLearn NYC Child Care 또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서비스의 자격 대상이 아닌 경우
DOHMH의 보육 커넥트(Child Care Connect 리소스)(여기에서 확인: https://a816-healthpsi.nyc.
gov/ChildCare/SearchAction2.do)를 방문하여 가까운 유면허 보육 시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지원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여성, 유아 및 어린이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ry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이전의 “푸드스
탬프”)는 가족과 개인이 식단 비용을 보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류 미비 이민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특정 이민자에게는 대기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라도 18세 미만의 자
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 SNAP 센터를 찾으시려면 https://www1.nyc.gov/site/hra/locations/snap-locations.page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으로 https://access.nyc.gov에서 신청하거나 인포라인(Infoline)
(718) 557-1399로 전화하여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SNAP 센터 중 한 곳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인쇄하여 SNAP 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성, 유아 및 어린이(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어머니, 임산부 및 어린 자녀에게 우유, 주스, 분유 및 기타 건강 식품을 제공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 WIC 신청 자격이 됩니다.

WIC 관련 자세한 사항은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nutrition/wic 를 방문하거나
그로잉 업 헬시(Growing Up Healthy Hotline) 핫라인에 (800) 522-5006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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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음식이 필요하면 무료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긴급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제공 장소는 도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리할 수 있는 식
료품을 제공하는 푸드 팬트리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공동체 주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찾으려면 긴급 푸드라인(Emergency Foodline)에 (866) 888-8777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자동 핫라인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foodhelp.nyc를 방문하여 위치
지도를 보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예방 서비스

예방 서비스는 부모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자녀를 잘 돌보도록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기반의 제공자를 통
해 가족과 자녀에게 직접 제공됩니다. 아동 서비스 관리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및
사회 봉사 기관 네트워크는 뉴욕 시의 5개 모든 자치구에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육아
지원의 필요, 약물 남용, 정신 건강, 가정 폭력과 관련된 문제, 가족 애착 및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한 가족
또는 개인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가족들을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예방 서비스와
연결해 드립니다.

본인의 지역 사회 및 선호하는 언어에 해당하는 뉴욕 시 예방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800) 342-7472로 예방 및 학부모 상담 핫라인(Prevention and Parent Helpline)에 전화해 주십시오.

예방 서비스 관련 자세한 정보는 https://www1.nyc.gov/site/acs/child-welfare/child-safety.pag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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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서비스
가족 평가 프로그램

가족 평가 프로그램(Family Assessment Program, FAP)은 가출, 무단 결석, 비행과 같은 문제를 부모
님과 청소년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AP 서비스를 요청하는 모든 가족은
경험이 풍부한 사회 복지사와 만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FAP의 목표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가족 평가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P는 또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가족에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평가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https://www1.nyc.gov/site/acs/justice/familyassessment-program.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자치구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onx
260 East 161st Street, Sublevel
Bronx, NY 10451
전화: (718) 664-1800

Brooklyn
345 Adams St., 8층
Brooklyn, NY 11201
전화: (718) 260-8550 및 (718) 260-8508
Manhattan
New York County Family Court
60 Lafayette Street, 2층
New York, NY 10013
전화: (212) 341-0012
Queens
Queens County Family Court
151-20 Jamaica Avenue, 4층
Jamaica, NY 11433
전화: (718) 725-3244
Staten Island
350 St. Mark’s Place, 5층
Staten Island, NY 10301
전화: (718) 7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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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자원 센터

9개의 가족 자원 센터(Family Resource Center, FRC)는 자녀 및 청소년의 부모/보호자 및 정서적,
행동적 또는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청년(24세 이하)에게 가족
및 청소년 또래 모델(peer model)을 사용하여 무료 개인 및 그룹 기반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자원 센터는 8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정적 지원

• 아동 서비스 시스템 탐색 지원

• 정신 건강 상태, 서비스 및 가족 권리에 관한 정보
• 적절한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추천
• 교육 워크숍을 통한 기술 개발
• 레크리에이션 활동
• 간호 조정
• 임시 간호

가족 자원 센터(FRC) 위치:

Bronx
FRC of Northern Bronx – Vibrant Emotional Health
975 Kelly Street, 301호
Bronx, NY 10459
전화: (718) 220-0456
Brooklyn
FRC of Northern Brooklyn – ICL
484 Rockaway Avenue
Brooklyn, NY 11212
전화: (718) 290-8100, 내선 21205

FRC of Southern Brooklyn – JCCA
858 East 29th Street
Brooklyn, NY 11210
전화: (347) 462-8124

Manhattan
FRC of Northern Manhattan – Vibrant Emotional Health
1 Penn Plaza, 36층
3696호 및 3697호
New York, NY 10019
전화: (212) 410-1820
FRC of Southern Manhattan – Vibrant Emotional Health
1 Penn Plaza, 36층
New York, NY 10019
전화: (212) 96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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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FRC of Eastern Queens – St. John’s Episcopal
148-45 Hillside Avenue, 203호
Jamaica, NY 11435
전화: (347) 644-5711

FRC of Western Queens – Vibrant Emotional Health
29-46 Northern Boulevard, 2층
Long Island City, NY 11101
전화: (718) 651-1960, 내선 225
Staten Island
Staten Island FRC-JBFCS
1765 South Avenue
Staten Island NY 10314
전화: (718) 698-5307

가정 폭력/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및/또는 친밀한 동거인 사이에 권력과 통제권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폭력적
행동 양식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은 성별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이용하는 모든 유형
의 폭력입니다. GBV에는 친밀한 동거인 및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인신 매매,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증오 폭력, 노인 학대, 강제 결혼, 여성 할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통전화

긴급 전화번호: 911

뉴욕 시 가정 폭력 핫라인: 311 또는 (800) 621-HOPE(4673)
뉴욕 주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직통 전화: (800) 942-6906

일간 피해자 정보 및 통지(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VINE):
(888) VINE-4-NY(846-3469)

뉴욕 주 피해자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Victim Services, OVS): (800) 247-8035

NYC 가족 사법 센터

시장실 산하 가정 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End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
ENDGBV) 사무국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예방 교육 제공, 연구 및 평가 수행, 지역 사회 봉
사 활동 수행, 다양한 커뮤니티 및 지역 사회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가정 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
한 인식을 고취합니다. ENDGBV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 민법 및 형사 사법 지원 등을 한 곳에서 모두 제
공하는 서비스 센터인 NYC 가족 사법 센터(Family Justice Centers, FJC)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1.nyc.gov/site/ocdv/index.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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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한 경우, 이민 신분, 언어, 연령, 소득,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및 기밀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NYC 가족 사법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가족 사법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언어 통역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Bronx
198 East 161st Street, 2층
Bronx, NY 10451
전화: (718) 508-1220
Brooklyn
350 Jay Street, 15층
Brooklyn, NY 11201
전화: (718) 250-5113

Manhattan
80 Centre Street, 5층
New York, NY 10013
전화: (212) 602-2800

Queens
126-02 82nd Avenue
Kew Gardens, NY 11415
전화: (718) 575-4545
Staten Island
126 Stuyvesant Place
Staten Island, NY 10301
전화: (718) 697-4300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민 법정의 법적 대리인
상기 열거된 시장실 산하 가정 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End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외에도, 가정 폭력 피해자 대변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
민 법정의 법적 대리인 단체(Legal Representation in Immigration Cou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Organizations)는 다음과 같습니다.
Safe Horizon Immigration Law Project
50 Court Street, 8층
Brooklyn, New York 11201
전화: (718) 943-8632
(가정 폭력, 박해 및/또는 고문 피해자 우선)

Legal Services NYC(모든 자치구의 사무실)
전화: (646) 44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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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이민법

ActionNYC

ActionNYC는 모든 이민자 뉴욕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무료이며 안전한 이민법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ActionNYC 네트워크는 신뢰받는 지역 사회 단체 및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 이민자들이 법적
선택권에 대해 배우고 자격 요건을 갖춘 이민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ctionNYC는 이민자가
고향으로 생각하는 지역 사회에 그들이 말하는 언어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을 잡으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00-354-0365로 전화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ActionNYC”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NYCitizenship

NYCitizenship은 특정 공립 도서관 지점에서 시민권 신청 및 재정 상담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
니다. NYCitizenship 일환으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만남
• 시민권 신청

• 무료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무료 기밀 재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예약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잡으려면 311번에 전화하여 “citizenship
appointment”라고 말하거나 (212) 514-4277로 전화하십시오.

뉴욕 주 새 미국인 핫라인

뉴욕 주 새 미국인 핫라인(New York State New Americans Hotline)은 뉴욕 주 전역의 비 시민권자를
위한 자료로, 이민 혜택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다국어로 된 신뢰할 수 있는 무료 기밀 정보와 비영리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800) 566-7636으로 연락하셔서 200개 언어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뉴욕 시 변호사 협회

시 변호사 협회(City Bar)의 법률 추천 서비스(Legal Referral Service, LRS)는 이민 대리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격을 갖춘 신원이 확인된 변호사에게 소개합니다. 변호사 소개 상담사에게 법
적인 문제를 논의하려면 (212) 626-7373(영어) 또는 (212) 626-7374(스페인어)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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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형사 법원과 달리 이민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ilalawyer.com을 방문하면 이민법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국내 변호사 협회인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를 통해 개인 이민 변호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 사기

이민자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고객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기성 이민 서비스 제공자를 주의해
야 합니다. 이민자는 신뢰할 수 있는 유면허 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리인으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
다. 이민 사기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새 미국인(New
Americans Hotline) 핫라인 1-800-566-763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구금된 아동을 위한 지원

가톨릭 자선 단체 커뮤니티 서비스(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의 변호사, 법무사 및 사
회 복지사 팀은 임시 연방 정부 보호 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친척과의 재결합이나, 위탁 양육 시설에
옮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7세에서 17세의 아동에게 중대한 법률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 복
지사는 보호소에서 나온 아이들의 이전을 돕는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 소녀와 어머니에게 성폭력과
학대 인지와 관련한 짧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법률 오리
엔테이션(Legal Orientation for Parents and Custodians, LOPC)의 아동 콜센터 (888) 996-3848
이나 뉴욕 주 새 미국인 핫라인(New York State New Americans Hotline) (800) 566-7636으로 전
화해 주십시오.

구금된 성인을 위한 지원

법률 지원 협회(Legal Aid Society)의 이민법 부서(Immigration Law Unit) 구금 핫라인(Detention
Hotline)은 (212) 577-3456입니다. 뉴저지주 베르겐(Bergen), 몬머스(Monmouth), 허드슨(Hudson)
및 서섹스(Sussex) 카운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의해 구금 비시민권자 뉴욕 시민 또는 가족은 조언 및 가능한 법적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민 구금 시설이나 업스테이트 뉴욕 주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와 그 가족은 오직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핫라인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구금 시설과
감옥에서 수신인 요금 지불 통화가 허용됩니다.

“Know-Your-Rights(나의 권리 알기)” 정보

직통전화: 보호자를 위한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Legal Orientation Program for Custodians,
LOPC) 전화 상담은 미국 내 모든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한 법원, 자원 및 권리에 관한
생생한 법률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일반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을 예약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888) 996-3848로 전화하십시오. 지원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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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프리젠테이션: 가톨릭 자선 단체 커뮤니티 서비스 직원이 보호자들과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매주 사무실에서 Know-Your-Rights(나의 권리 알기) 라이브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합니다.
80 Maiden Lane
New York, NY 10038
전화: (888) 996-3848

가정법

오늘날의 가족을 위한 법률 정보(Legal Information for Families Today, LIFT)의 가족 법률 정보 핫라
인은 가정법, 가정 법원 절차 그리고 아동 복지 및 아동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무료 정보를 제공합
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212) 343-1122로 전화하시거나 liftonline.org/
hotline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형사법

범죄 피해자

범죄의 희생자라면 뉴욕 시 경찰국에 연락하십시오. 응급 상황에는 911에 전화하십시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지역 경찰서에 전화하십시오. 각 구역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nyc.gov/html/nypd/html/
home/precincts.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은 법에 따라 증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문의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모든 사람은 형사 고발을 당했을 때 법적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자
에게 형사 재판소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형사 고발을 당한 사람 중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뉴욕 시 변호사 협회의 뉴욕 법률 의뢰 서
비스(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Legal Referral Service)에 전화하시면 변호사
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2) 626-7373(영어) 또는 (212) 626-7374(스페인어)로 전화하
십시오.

수배 또는 심문 대상이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법률 지원 협회(Legal Aid Society)에 전
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을 주고 관할 구역으로 동행해 드립니다. (212) 577-3300으로 전화하십
시오.

38 |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조세 지원
무료 세무 서비스

자격이 되는 뉴욕 시민은 시에서 후원하는 NYC 무료 세무(NYC Free Tax Prep) 사이트에서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소득 및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이 된다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공인 자원 봉사자와 일대일로 만나서 전년도 신고서 또는 수정된 신고서 그리고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신청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세금 처리 번호이며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를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세무보고를 할 경우 발급됩니다. IRS는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민자들이 정보가 공유될 위험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를 시행합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다른 연방 기관을 포함하여 납세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taxprep을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tax preparation assistance”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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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보호
공공 안전

시에서는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뉴욕 시 경찰국(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은 범죄
피해자, 증인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범죄를 신고하거나 뉴욕 시
경찰국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증오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증오 범죄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NYPD로 연락하십시오. NYPD 증오
범죄 태스크포스(Hate Crime Task Force)에 직접 연락하시려면 (646) 610-526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신원 정보

뉴욕 시 법률은 이름, 주소, 성별, 이민 신분 등 개인의 신원 정보를 보호합니다.

차별로부터 보호

고용, 주택, 공공 시설(도서관, 식당, 택시, 공원, 영화관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차별을 받거나 인종, 성
별, 종교, 장애, 성 정체성, 임신, 성적 취향, 이민 신분, 출신 국가 등을 포함한 보호 집단의 회원 자격을
기반으로 타인에 의해 괴롭힘을 받거나 위협당하는 경우, 뉴욕 시 인권위원회(NYC Commission of
HumanRight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만을 제기하는 대신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보고하거나, 팁을 공유하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311로 전화해서 인권위원
회에 문의하십시오.
nyc.gov/humanrights를 방문하시면 인권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임금

뉴욕 시 최저 임금은 직원이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3.50이며, 직원이 11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15.00입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직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장의 최저 임금은
$15.00가 됩니다.

뉴욕 주 법은 근로자를 고용주의 초과 근무 학대로부터 보호합니다. 연장 초과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bor.ny.gov/legal/counsel/pdf/overtime-frequently-asked-questions.pdf를 참조하십시오.

최저 임금이나 초과 근무 위반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시려면 뉴욕 주 노동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으로 전화 (888) 469-7365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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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직 임금

뉴욕 시에서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근로자 권리가 주어집니다. 독립
계약자로서 120일 기간 동안 총 $800 이상 가치의 작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적시에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 대가로 적시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로 전화해 “Freelance Workers”로 문의하거나
nyc.gov/dca를 방문하십시오.

임금 착취

근로자는 예정된 교대 시간 전이나 후에 발생한 노동, 그리고 근무를 하는 중 이동하는 데 소비한 시간을
포함해 매시간 근무한 데 대해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 주 노동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에 (888) 469-7365번으로 전
화하십시오.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뉴욕 시 근로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권리를 가집니다. 유급 안전 및 병가, 독립 계약직,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단결권 등에 관한 정보는 311번으로 전화하여 “DCA”라고 말하십시오. 최저 임금이나 초과
근무 문제에 관해서는 뉴욕 주 노동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에 (888) 469-7365번
으로 전화하십시오.

산재 보험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받든,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임금을 받든,
독립 계약자로 급여를 받든, 정부 당국에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주급과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
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 근로자 보상 위원회(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800) 877-1373번으로 전화하거나 wcb.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내 환경

근로자는 알려진 보건 및 안전 위험성 없는 직장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 위험에 관한 정
보를 전달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로 전화하거나 OLPS@dca.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단결권

근로자는 본인에게 중요한 직장 내 문제에 관한 다양한 활동에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조합을 수립하여 근로자 권리를 대변하기를 바라는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단결 행동 또는 동료 근로자들과 근무 조건에 관해 대화하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거나 여타 형태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로
전화하거나 nyc.gov/dca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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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뉴욕 시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규가 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쇼핑하거나,
직업 소개소를 이용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부채 수금 기관과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 부서(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는 귀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합니다. 업체와 문제가 있는 경우 nyc.gov/consumers 를 방문하거나 311로 전화하여 불만 사
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이민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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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IDNYC

IDNYC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10세 이상의 모든 뉴욕 시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신청자는 nyc.gov/idnyc 를 방문하여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웹 사이트 또는 311로 전화하여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IDNYC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혼 허가증, 출생 증명서, SNAP, 현금 보조, 적정 가격 주택과 같은 혜택을 포함하여 뉴욕 시 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 뉴욕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할 때

• 학교와 기타 시 건물에 출입할 때

• 고등학교 동등 학위 시험에 응시할 때

• 일부 금융 기관에 은행 또는 신용 조합 계좌를 신청할 때
IDNYC 사용 방법

• B rooklyn, New York, Queens 공공 도서관 시스템에서 도서관 카드로 이용. IDNYC를 도서관
사서에게 가져 가서 도서관 카드로 만드십시오.
• 공공 병원의 병원 카드로 이용

• 35곳 이상의 문화 기관에서 무료 1년 멤버십으로 이용

• F ood Bazaar 슈퍼마켓,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벤트 및 참여 제휴사에서 피트니스 회원 할인
혜택으로 이용

• 뉴욕 시 공식 처방 할인 카드 프로그램인 BigAppleRx를 통한 혜택

출생 증명서 신청

출생 증명서 사본을 요청하려면 출생 국가의 NYC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 43

Office of the May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