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청년 직업 프로그램
기업에 대한 정보

2012년에 처음 시작된 뉴욕 청년 직업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년들이 직업 전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가자는 자신의 경력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 직무 기술
교육을 받고, 참가 기업은 적격 고용 당 $7,500 이상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13개 대상
지역으로 제한되었으며, 2022년까지 재인가되고 주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기업은 인증된 청년에게 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기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13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2,000만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

• 청년 고용이 첫 6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동안 유지된
경우(1년 내내 고용) $1,500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2,000만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

누가 자격이 있나요?

• 양호한 법적 입지를 지닌 뉴욕주에 소재한 모든 사업체
• 뉴욕주에 거주하는 16-24세의 모든 청년

신청 방법

뉴욕 청년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이트에서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www.labor.ny.gov/youthjobs.

지난 몇 년 동안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고용, 즉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증된 16-24세의 신규 고용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귀하의 채용에 가장
적합한 인증된 후보자를 추천할 것입니다. 기업이 다른 수단을
통해 후보자를 찾으면 노동부 직원이 프로그램 인증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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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청년은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크레딧 금액

풀타임(주당 35시간 이상) 최대 $7,500
• 월 $750, 최대 6개월(최대 $4,500)

• 청년 고용이 2년 동안 유지된 경우 $1,500

파트 타임(고등학교에 등록한 경우 20-34시간/주 또는
10-34시간/주) 최대 $3,750
• 월 $375, 최대 6개월(최대 $2,250)
• 청년 고용이 첫 6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동안 유지된
경우(1년 내내 고용) $750
• 청년 고용이 2년 동안 유지된 경우 $750

세액 공제액이 귀하의 세금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이전에 기금 조성이 완전히
의무화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질문이 있나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1-877-226-5724
번으로 전화하거나 youthjobs@labor.ny.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뉴욕주 노동부는 기회균등주의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의 요청 시 보조 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