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HCD)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피해를 본 저소득 지역 주민을 도울 수 있는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 COVID-19 주택 지원 프로그램(CHAP) 및 임차인 기반 임대 지원(TBRA)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구의 임대 지원 및 주택 안정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coronavirus.d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중간소득(AMI)이라고도 함
여기에 제공된 프로그램 한도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한도는 시간과 자금 출처 및 애플리케이션별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VID-19로 피해를 본 거주자를 위한 임
대 지원 프로그램

DHCD.DC.GOV

•  소득 확인(지급 명세서, W2)
•  소득 손실 또는 비용 증가 증빙 서류(예기치 
  않은 의료 청구서 또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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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부터 최대 3개월의 연체 임대료 또는 $4,250
   (둘 중 더 낮은 금액).

•  특별구 거주자여야 함  
•  임대료 지급 연체를 입증해야 함  
•  2020년 2월 29일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함
•  임대료를 체납했거나 지급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
•  가구 규모에 따라 중간가계소득(MFI)의 60%를 초과
  할 수 없음    
  

•  2020년 3월 13일 이전 2개월분의 은행 명세서
•  2020년 3월 13일 이전 2개월분의 모든 근로 임금 소득 문서
•  거주자가 18세 이상이고 정규 학생인 경우, 현재 등록   
  상태에 대한 증빙 필요
•  임금 문서가 없는 경우, COVID-19 팬데믹 결과로 받은 
  실업 또는 긴급 수당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포함된 명세
  서 제출

•  지원은 임차인 소득과 주택의 침실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ousing Counseling Services (202) 667-7713
•  Latino Economic Development Center (202) 588-5102 
    or (202) 540-7401

웹 주소를 방문하세요: https://bit.ly/RPPHelp 
 

자격:   자격: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

재정 지원:

재정 지원:신청 방법:

신청 방법:추가 정보 및 지원:

추가 정보 및 지원:

COVID-19 주택 지원 프로그램 임차인 기반 임대 지원 프로그램

CHAP/TBRA 월 소득 한도

•  특별구 거주자여야 함 
•  임대료 지급 연체를 입증해야 함 
•  2020년 2월 29일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함
•  가구 규모에 따라 중간가계소득(MFI)의 80%를 초과
  할 수 없음 
•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한 고용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Greater Washington Urban League (202) 552-2898 
• Housing Counseling Services (202) 667-7713
• United Planning Organization (202) 231-7910

웹 주소를 방문하세요.  https://bit.ly/RPPHelp 
 

소득 한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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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I의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