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신청 방법은? 
 

정보 요청 및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의 주소로 
해주십시오. 
 
 
 
 
 
 

Equipment Loan Fund  
for the Disabled 

(장애인 보조기구 대출 기금)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 

52 Washington Street 

Rensselaer, NY 12144 
전화: 

(518) 474-0197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 
웹사이트:  
www.ocfs.state.ny.us/
main/cbvh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  

Capital View Office Park 
52 Washington Street 
Rensselaer, NY 12144  

웹사이트 방문 주소:  
www.ocfs.state.ny.us  

보육, 위탁 양육 및 입양에 관한 문의:  
1-800-345-KIDS (5437)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 전화:  
1-800-342-3720  

유기 영아 보호법에 관한 문의 전화:  
1-866-505-SAFE (7233)  

시각 장애인 지원 정보에 대한 문의 전화:  
1-866-871-3000  
1-866-871-6000 (TDD) 

 
 …우리의 아이와 가족, 지역사회의 
안녕과 안전을 생각하며 …” 

 
 
 

 
뉴욕주 

 
미국 장애인 법에 의거해,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에서는 요청이 있으면 본 자료를 대형 
인쇄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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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대출 기금 

 
 
 
 
 
장애가 있으십니까? 
보조기구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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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Loan Fund For The Disabled(장애인 보조기구 대출 기금)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의 Equipment Loan Fund for the Disabled(장애인 보조기구 대출 기금)은 

일상 생활의 질을 높일 보조기구 구입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대상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돈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대출되거나 장애인 
당사자를 책임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됩니다. 
 
 
 
 

자격이 되는 장애의 
종류는? 

 

다양한 종류의 정신 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프로그램의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면허를 획득한 의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를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보조기구가 
적용됩니까?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휠체어, 휠체어 밴 
리프트, 경사로, 청각 장애인용 의사소통 
기기, 보철 장치 및 시각 장애인의 인쇄물 
인식용 기구가 있습니다.  

이 목록에 모두가 포함된 것은 아니며 
다른 장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quipment Loan Fund 
for the Disabled(장애인 

보조기구 대출 기금)은 뉴욕주 
거주 장애인이 구입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필수 

보조기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서의 승인 방식은? 

작성된 신청서는 장애인을 돕는 다양한 주 
정부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출 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대출 조건은 무엇입니까? 

 최소 대출금액 $500  

 최대 대출금액 $4,000  

 상환 기간은 대출자의 재량대로 대출 액수에 
따라 2년에서 8년입니다.  

 이율은 현재 매년 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