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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맨해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에서 열린 뉴욕시 신분증(IDNYC) 관련 기자회견 후 조앤 유(왼쪽부터) AAF 사무총장과 니샤
아가르왈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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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신분증(IDNYC) 예약 접수자가 1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여성 스타 10명의 '다이어트 명언'
사주, 과연 미래를 알아 보는 학문인가

니샤 아가르왈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장은 5일 맨해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에서 열린

세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먹을까요?

기자회견에서 "신분증 신청을 위해 예약을 마친 접수자가 약 18만 명에 달했다"며 "또 발급이 완료
된 신분증은 2만 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예약제로 변경한 지 3주 만으로 발급 갯수는 북가
주 샌프란시스코가 5년 동안 발급한 새 신분증 수와 비슷하다.
수요가 치솟자 이민서비스국은 직원 추가 모집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가르왈 국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구사 가능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IDNYC 프로그램을 도울 직원으로 채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사회에 프로그램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퀸즈에서 조만간 한국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센터도 한

5월중에 i-20받을 경우 운전면허발급가능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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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추가됐다. 브루클린 선셋파크 레크리에이션센터가 추가 등록 센터로 확정돼 모두 13곳이 운영된
다. 아가르왈 국장은 "맨해튼 차이나타운도 현재 추가 등록센터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 결과 한인 신청자가 많은 플러싱도서관과 퀸즈 잭슨하이츠 '메이크 더 로드(Make the
Road New York)'는 5일 오후 4시 현재 10월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가르왈 국장
은 "추가 등록센터와 직원 배치로 10월 이후 예약 일정이 다시 열리면 아시안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
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10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가을.겨울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웹사
이트와 311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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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YC에 나타나는 정보도 명확해졌다.

'질로우' 제공 주택가치 추산가격 오류 많다
개스값 하락세 끝났나?

발급받은 신분증에는 본인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서명 눈 색깔 키 등의 정보가 명시된다. 또 카드 소
지자에게 부여된 ID번호가 인쇄되어 있다. 다만 거주지 주소와 성별 포함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결
정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주소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영업자 무료 크레딧 교정!◆◆◆

거주지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때는 뉴욕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등으로부터 받

여성용 의류 생산.수입 업체 구인

은 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부 뉴저지 대형 야채가게
맨해튼 뉴드롭 구인
맨해튼 세탁소 카운터

신분증 소자자를 위한 혜택 기준도 세분화됐다.

NJ 버겐카운티 세탁소
베이비시터 구함

이날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한국어 'IDNYC 카드 소지자 혜택 가이드'에 따르면 처방약의 경우 뉴욕
시 공식 처방약 할인카드(BigAppleRX)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평균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
다. 또 식료품 등 구입을 위한 슈퍼마켓 이용 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 뉴욕시
푸드바자르(Food Bazaar)에서 IDNYC를 제시하면 구입품 가격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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