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안전 장치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거주민은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나 이상의 안전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간과 안전 손잡이: 계단이나 욕실을 따라 난간을 배치하여 균형을 

잡고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함 

● 욕조 절단: 욕조 벽을 탈부착식으로 만들어 출입을 용이하게 함 

● 가구 받침대: 가구의 높이를 높여 일어서기 쉽게 만드는 임시 블록 

● 계단 승강기: 계단으로 사람을 실어 오르내리는 기계식 좌석 

● 보안 카메라 시스템: 집 외부에 최대 2대의 카메라를 배치하여 건물 

동영상 녹화  
  

이 프로그램은 가정 안전(Safe at Home)이라고 하며 노인 및 지역사회 

생활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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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집이 DC에 있습니다. 

● 귀하는 노인(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입니다. 

● 연간 총소득(세금 납부 전 소득)이 가구 규모 기준 한도 이하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가구 

규모(동거

하는 사람 

모두 

포함) 

최대 가계 

소득(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의 

직장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받는 

소득을 합산)  



1 $68,000 

2 $77,700 

3 $87,400 

4인 이상 $97,050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에 (202) 724-5626번으로 

노인 및 지역사회 생활부로 전화합니다. 가정 안전(Safe at Home)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2. 커뮤니티 파트너가 전화 통화 중에 귀하의 자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3. 자격이 있는 경우, 저희 측에서 지정 계약 업체 중 한 곳에 의뢰서를 

보냅니다. 이러한 계약 업체가 안전 개조를 설치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계약 업체가 가정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COVID-19는 여전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가정 방문 중 귀하와 계약 업체는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 업체는 평가 양식을 작성하고 

귀하의 집이 개조를 위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방문 동안 계약 업체는 안전 개조안을 제시하고 귀하는 진행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업체 방문 후, 귀하의 옵션을 설명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귀하가 무료 안전 개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DC 정부 파트너인 

Homecare Partners와 협력하게 됩니다. 이들은 설치 일정을 잡고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통지 편지를 우편을 통해 자택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모든 적격 신청자가 주택 개조를 받습니까? 
아니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9년, 이 

프로그램은 2,242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절반 이상의 거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귀하가 임차인으로서 가정 안전(Safe at Home) 재정 지원과 주택 개조를 

받는 경우, 먼저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집에서 이사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 업체를 불러 설치를 제거하고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DC 정부는 제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먼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에 (202) 724-

5626번으로 전화하여 가정 안전(Safe at Home)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정 안전(Safe at Home)”이라는 제목으로 dacl@dc.gov로 팀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소스 페이지에서 집을 더 안전히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rontdoor.dc.gov/make-your-home-safer


자주 묻는 질문 

이전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사를 하거나 귀하의 요구가 변경될 경우, 귀하는 프로그램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5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