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을 수리하고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시겠습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거주민은 주택의 지붕 수리 및 접근성 수리 지원에 최대 $50,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해 또는 구조적으로 손상된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최대 

$2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가구 구성원의 접근성을 위한 수리 

지원에 최대 $30,00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제공하며 단독 가구 거주 재활 

프로그램(Single Family Residential Rehabilitation Program)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명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격을 가집니다. 

● 귀하는 4개 이하의 집이 있는 건물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집은 지난 3년 이상 귀하의 주 거주지였습니다. 

● 귀하는 귀하의 집에 대한 주택 소유자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귀하는 DC 거주민입니다. 

● 지방세 및 연방세를 미납한 적이 없습니다. 

● 신용평가서를 통해 지난 12개월 동안의 모기지 상환 기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연간 총 가계 소득이 가구 규모 기준으로 최대 한도 

이하입니다. 귀하의 가계 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세금을 납부하기 전 소득을 더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가구 

규모(룸메이트를 

포함한 동거하는 

사람 모두 포함) 

최대 가계 

소득  

1 $70,550 

2 $80,650 

3 $90,700 

4 $100,800 

5 $110,900 

6 $120,950 

7  $131,050 

8 $141,100 

 

 
 

신청 방법. 
1.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미팅 일정을 예약하십시오. 

2.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대표를 만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용 조회가 포함됩니다. 이 미팅 참석 시 

급여 명세서, 세금 정보 및 거주 증명서를 지참하십시오. 

3. 커뮤니티 기반 조직이 승인을 위해 귀하의 신청서 패키지를 DC 

정부에 보냅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dhcd.dc.gov/node/1050872
https://dhcd.dc.gov/node/105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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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DC 정부는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DC 정부는 공사/수리의 작업 범위를 작성합니다. 

2. 귀하가 작업 범위를 승인합니다. 

3. DC 정부는 공사 계약 업체를 찾습니다. 

4. 귀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서류에 서명합니다. 

5. 귀하는 공사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DC 정부는 임시 

이동 지원비로 최대 $2,0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업체가 귀하의 집 수리를 완료합니다. 

7. DC 정부가 귀하를 대신하여 계약 업체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8. 귀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DC 정부는 귀하에게 특별구가 제공하는 다른 

리소스가 포함된 서신을 발송합니다. 

모든 적격 신청자가 재정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승인되는 경우, DC 정부는 작업 비용을 최대 한도까지 

부담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비용이 $5,000인 경우, DC 정부가 계약 

업체에 $5,000를 지급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의 비용이 

$30,000인 경우, DC 정부는 계약 업체에 $30,000를 지급합니다. 

알아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지붕이 포함되지 않는 집수리를 하는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집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DC 정부는 임시 이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먼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15분~오후 4시 45분에 (202) 

442-7200번으로 전화하여 단독 가구 거주 재활(Single Family Residential 

Rehabilitation)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sfrrp.dhcd@dc.gov로 팀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mailto:sfrrp.dhcd@dc.gov


여전히 집을 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택 개조 및 보수하기 페이지와 더 안전한 집 만들기 페이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작업 범위는 귀하의 집에서 시행될 주택 수리 및 개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수리하는 동안 머물 곳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귀하의 집이 수리되는 동안 머물 곳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귀하에게 최대 $2,000의 이동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2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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