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프로그램

자세한 정보는otda.ny.gov를 방문하여
근로자 가족을 위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혜택은 적격자와 근로 가족의 식품 구입을 지원합니다. 자격 및 혜택
내용은 가족 규모, 수입, 특정 경비 및 기타 요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SNAP 자격을 갖춘 사람은 더
건강한 식생활과 현명한 구입 방법에 대해 배우는 Eat Smart New York 을 통해 무료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myBenefits.ny.gov 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800-342-3009 로 문의하십시오. 식료품 부족과 관련된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지역 사회보장
서비스국에 해당 지역의 식품 배급소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학교에서의 조식 및 점심 프로그램 은 뉴욕주 학교의 유아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에게 영양 균형을
갖춘 식사를 제공합니다. 무료 식사 및 할인 식사를 신청하려면 해당 학교에서 가족 수입 신청서
(Household Income Application) 를 받아 진행을 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SNAP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자녀는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 및/또는 학교 조식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학교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무료 급식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해 학교에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은 식품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영양 교육, 모유 수유 홍보 및 지원,
우유, 전립곡식, 과일, 야채 등을 포함한 영양가 높은 식품 등을 저소득층의 임산부, 산모 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 유아 및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Growing Up
Healthy 핫라인에 800-522-5006로 문의하시거나 health.ny.gov/wic을 방문하십시오.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은 뉴욕주 저소득층의 가정용 난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HEAP 납부금은 가계 소득, 사용하는 난방의 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 잔고가 있거나 다른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HEAP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myBenefits.ny.gov를 방문하거나 카운티 사회복지 서비스국을 방문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는
800-342-3009로 문의하거나, otda.ny.gov/programs/heap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연방 및 주 소득세 세액 공제(EITC)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근로자를 위한 세액 공제입니다. 이들이 낼
세금이 없더라도 납세자의 수입이 $53,267 미만일 경우(2015년 수입 기준), 최고 $8,115 까지 연방 및 주
EITC를 통합적으로 수령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 주민들은 추가적인 시 공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비양육 부모 EITC는 과세 연도에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비양육 부모에게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경제 및 취업 지원에 대한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myBenefits.ny.gov

연방 자녀 세액 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 공제는 17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입니다. Empire State 자녀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뉴욕주에서
만 1년 동안 4-16세의 자녀를 키운 뉴욕주 주민을 위한 공제입니다.
연방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공제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입니다. 뉴욕주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공제는 연방 공제와 달리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뉴욕시 주민들은 추가적인 환급 가능한 시 공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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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제를 강화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및 취업 지원 가능.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IRS)에 800-829-1040로 문의하거나 irs.gov를 방문하거나 뉴욕주 세무국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518-457-5181로 문의하거나 tax.ny.gov 또는 myBenefits.ny.gov를
방문하십시오.

저렴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Affordability Program)

뉴욕 주 건강, 공식 건강 보험 시장,은 뉴욕 주민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비교하고 등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또한 이 시장을 통해 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 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은 포괄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등록 과정을 안내할 수 있으며, 귀하의 특별한 요구와 귀하의 일에 따라 귀하가 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맞춰 알맞은 건강 보험을 찾을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온라인이나 지역 사회에서 대면 지원 혹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편한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지원은 다양한 언어로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nystateofhealth.ny.gov을 방문하시거나 855-355-577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배정 서비스

뉴욕주 커리어 센터(Career Centers)는 지역 센터와 제휴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사무소를 찾으려면 labor.ny.gov/career-center-locator/를 방문하십시오.

일자리 찾기 및 경력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노동청의 홈 페이지 labor.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 이 SNAP 수당 수령자를 위한 취업 준비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모든 지역 부서는 구직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들은 직무 교육, 직업 훈련, 직업 기술 교육 및 준비 교육을 제공합니다. 취업
서비스도 모든 공적 부조 수령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국에
문의하십시오.

주택 보조

거주할 집이 없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보장 서비스국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시나 카운티의 공공 주택 기관에 연락하여 저렴한 주택에 대한 지역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hud.gov를 방문하십시오. 가능한 영구 주택 전화는 877-428-8844로 전화하거나,
nyhousingsearch.gov을 방문하십시오.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은 전체 지역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800-942-6906으로 문의하거나 opdv.ny.gov를 방문하십시오.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과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및 생활 보조금(SSI)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장애를 가지거나 의료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프로그램
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DI 또는 SSI 혜택을 신청하려면, 800-772-1213로 문의하거나,
socialsecurity.gov을 방문하십시오.

양육비 집행

양육비 프로그램(child support program)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재산이 있는 부모에게
지움으로써 가족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부권을 확립하고 재정 및 의료 지원 의무를 획득,
수정 및 집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888-208-4485로 문의하거나 childsupport.ny.gov를
방문하십시오.

보육

뉴욕주는 저소득 근로 가정과 임지 지원을 받는 가정에게 보육 보조금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양육 서비스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 보조금은 지역 사회보장 서비스
지구에서 제공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업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 부모가 고등학교나
동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사회복지 지구에 문의하거나 ocfs.ny.gov를
방문하여“보육”을클릭하십시오.

난민 및 이민자 지원

OTDA는 난민, 망명자, 인신 매매의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 이민자 집단에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관은 또한 미국 시민에 대한 송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난민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찾으려면 otda.ny.gov/programs/bria를 방문하십시오.

재향군인 보조금

만약 귀하가 미국 군대에서 현역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주 또는 연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를 통해 군복무와 관련된 보상 및/또는 비복무 관련 장애
연금의 형식으로. 또한 의료보험 혜택, 교육 혜택, 고용 지원, 약물 중독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장례식
서비스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무했던 사람을 알고 있다면
재향군인 업무의 뉴욕 주 사무실에 연락하도록 알려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뉴욕주 국가보훈처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888-838-7697로 전화하여 가까운 재향군인 카운셀러를 문의하시거나
veterans.ny.gov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