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자격 체크리스트 

 
개요 
본 자격 사전 확인 도구는 다음 조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료 또는 공과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DC 거주 세입자.  
• 주민들이 임대료 및 유틸리티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지역 사회 기반 조직(CBO).  

 
본 적격성 사전 확인 도구는 귀하에게 적합한 리소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또는 신청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833-4-STAYDC(833-478-2932) 로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검토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은 주택 제공자 또는 유틸리티 제공자에게 지원 신청 계획을 알리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사전 자격 체크리스트 
다음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귀하는 STAY DC의 잠재적 적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질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STAY DC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본인은 현재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현재 주택 제공자로부터 집/주택/아파트/ LEC를 임대/리스/섭리스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은 이름, 임대 자산의 주소, 월세 의무가 포함된 임대 계약/리스/섭리스/LEC계약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정기 임대료 지불 증명서 (예 : 급여 명세서, 은행 명세서, 예금 수표 사본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또는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성인 구성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 실업 수당 자격을 갖춤 (현재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지는 관계없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 발생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다른 재정적 어려움 경험 

 
5. 본인은 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해야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6. 본인 또는 세입자 가정 구성원 한 명 이상은 아래 요인 중 하나로 인해 주택 불안정 또는 노숙을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임대료 연체 또는 공과금 연체 통지를 받음 
 2020년 4월 1일 이후 임대 퇴거 통지를 받음 
 임대료 부담이 심함(예: 가정 소득의 50 %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경우) 

 
7. 본인 가정의 2020년 연간 소득(2020년 전체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 또는 최근 소득(지난 2개월 동안 

가정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더하고 6을 곱함) 기준으로 본인의 총 가정 소득이 80% AMI 이하인 경우 (가정 
구성원 수 당 AMI 한도 표시는 아래 표 참조). 
 

가구 숫자 총 가구의 소득이 아래 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 $57,650 
2 $65,850 
3 $74,100 
4 $82,300 
5 $88,900 
6 $95,500 
7 $102,100 
8 $108,650 

 
 

주: 완전히 신청하려면 임대하는 가구에 있는 모든 성인의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원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급여, 임금, 팁, 커미션, 사업 소득, 이자, 배당금, 사회 보장 혜택, 연금 보험, 
보험금, 사회 보장 연금, 보험 정책금, 퇴직 연금, 연금, 장애 또는 사망 수당, 실업 및 장애 보상, 근로자 상여 및 
퇴직금, 복지 지원 수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