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이민자들을  
위한 자원 안내 
모든 뉴욕 시민은 안심하고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법률 지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ActionNYC에 800-354-0365로 전화하시면 안전한 무료 
이민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정식 승인을 받은 대리인에게서만 
지원을 받으십시오.

이민자 가족 지원
의료
•  COVID-19 백신 접종, 진료, 검사 또는 치료를 
받더라도 이민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nyc.gov/covidtest에서 가까운 무료 검사소를 찾거나
212-COVID19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  nyc.gov/getcoverednyc에서 무료 플랜을 포함하여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하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건강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경우, NYC Care에서 거의 또는 
완전 무료로 서비스를 보장해드립니다. 이민자 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646-NYC-Care (646-692-2273)로 
전화하거나 nyccare.nyc를 방문하십시오.

•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안하십니까? NYC Well 상담사와 
상담하여 비밀 지원을 받거나 정신 건강 관리 및 약물 사용 
프로그램에 연락하십시오. nyc.gov/nycwell을 방문하거나, 
888-NYC-Well (888-692-9355)로 전화하거나, 65173에 
WELL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교육
•  만 4세의 모든 뉴욕시 어린이는 Pre-K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21세가 될 때까지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만 3세 어린이에게 “3-K” 혜택도 
제공됩니다. 등록하려면 schools.nyc.gov/enrollment를 
방문하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  We Speak NYC에서 무료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급 영어 학습자는 wespeaknyc.cityofnewyork.us를 
방문하여 온라인 회화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상 식량
•  뉴욕시 전역의 여러 위치에서 채식, 할랄 및 코셔 음식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뉴욕 시민은 
배달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yc.gov/getfood에서 
자세히 알아보거나 311로 전화하여 “Get Food”라고 
말하십시오.

지역사회의 안전 유지
공공 안전
•  법에 따라 NYPD는 범죄 피해자, 목격자 또는 기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민자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없습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이거나 목격한 사람은 
911로 전화해야 합니다.

차별에 대한 보호
•  인종, 종교 또는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 
보복 및 괴롭히는 행위는 뉴욕시에서 용인되지 않습니다. 
괴롭힘이나 차별을 신고하려면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212-416-0197로 전화하십시오.

IDNYC
•  IDNYC는 만 10세 이상의 모든 뉴욕시 주민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발행하는 사진 신분증이며, 이 신분증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DNYC 신청자의 정보는 
기밀로 처리됩니다. 이민자 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nyc.gov/idnyc에서 온라인으로 갱신하거나 등록을 
예약하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
•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 뉴욕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nyc.gov/nychope를 방문하거나 뉴욕시 가정 폭력 
핫라인에 800-621-HOPE로 전화하십시오.

이민자의 권리
ICE(이민단속국)와 관련된 권리를 알아두세요
•  뉴욕시는 이민 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방 
이민단속국의 연락을 받은 경우,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nyc.gov/knowyourrights를 방문하거나 
ActionNYC에 800-354-0365로 전화하시면 안전한 무료 
이민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  현재 세입자 신분에 있으며 퇴거 또는 임대주와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nyc.gov/tenantprotection
을 방문하거나 311 로 전화하여 “tenant helpline”이라고 
말하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주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nyc.gov/housing으로 이동하십시오.

근로자의 권리
•  근로자는 뉴욕시 법에 따라 유급 병가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자 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를 받은 뉴욕시 이민자는 실업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nyc.gov/workers를 방문하여 자원을 
찾아보거나 212-436-0381로 전화하십시오.

Ask MOIA 핫라인
•  이민이나 뉴욕시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원하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국(MOIA) 핫라인에 212-788-7654로 전화하거나, 
askmoia@cityhall.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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