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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수령자 정보 책자 이용 방법
귀하께서 시각을 잃으셨거나 시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대안
형식 (큰 활자체, 오디오나 데이터 CD, 또는 점자)으로 된 이 서식 또는 책자가
필요하신 경우,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local social services distric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활자체 파일, 오디오 파일, 데이터 파일 등도
“서식 (Forms)”항목 아래 http://otda.ny.gov/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귀하의 해당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local social services distric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식과 3개의 정보 안내서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http://otda.ny.gov/에 있는 “서식 (Forms)” 항목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공된 링크를 따라 책을 보기 위해, “서식(Forms)”을 클릭한 후 책 제목들이 나타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 하십시오. 책 제목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는 해당 지역의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에서 인쇄된 안내서를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안내서를
귀하에게 우편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서 1: 귀하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What You Should Know About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LDSS4148A)
이 안내서는 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 귀하가 갖는 권리와 책임에 관해 알려줍니다.
안내서 2: 사회보장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What You Should Know About Social Services Programs) (LDSS4148B)
이 안내서는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TA),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및 의료 지원(Medical Assistance, MA) (여기에는 메디케이드, 가족 건강 플러스 및 가족 계획 수당 프로그램이 포함됨)
등과 같이, 귀하가 이용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아울러, 이 안내서에서는 아동 보호, 위탁 보호,
아동 복지, 입양 및 기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그 밖의 서비스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안내서 3: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 알아야 할 사항(What You Should Know If You Have an Emergency) (LDSS-4148C)
이 안내서는 대피처, 식품, 유틸리티, 연료비 또는 의료 보호에 대한 즉각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귀하가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알려줍니다.

귀하는 서비스 및 수당 프로그램의 신청자 또는 수령인으로서 귀하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들에 있는 소중한 정보들은 귀하가 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들을 읽고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내서를 읽은 후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 이용에 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해당 지역 지역 사무소(district office)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이 안 좋은 이용자는 711로 전화하거나, TTY 전화번호 1-800-421-1220 또는 1-800-662-1220으로 전화해서 뉴욕주
릴레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