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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oma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대기 명단 신청을 곧 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3일 - 2023년 4월 17일 

Tacoma 주택청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본 하우징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되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청이 제공하는 주택 관련 주요 지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Tacoma에서 임대료를 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가족 구성원 전원의 성명과 기본 정보. 

2. 사회 보장 번호가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의 사회 보장 번호. 

3. 가족 구성원 전체의 연 소득. 

4.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 이메일은 gmail.com 또는 outlook.com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 대기 명단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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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곳: 

www.tacomahousing.org/waitlist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 사항과 언어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253-

448-2738번으로 유선 문의하시거나 waitlist@tacomahousing.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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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나요? 

저소득층 가구(아래에서 소득 제한을 확인하세요)는 가구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 명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 구성원 인원수: 

 

 

신청하려면 Tacoma에 거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이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 Tacomahousing.org/waitlis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은 신청 방법입니다. 

2. 방문 신청 - 아래의 장소 중 한 곳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THA Main Offices - 902 S L Street, Tacoma, WA 98405 

• Salishan Family Investment Center - 1724 E 44th Street, Tacoma, WA 98404 

• Bay Terrace - 2550 S G Street, Tacoma, WA 98405 

3. 전화 - (253) 448-2738번으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4월 17일 오후 4시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대기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나 대기 명단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할 때, 귀하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누구든 이 목록에 기재된 사람은 본 대기 

명단에 다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제 신청서가 접수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확인 번호를 받게 되며 작성하신 신청서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추첨을 통해 1,800가구가 대기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 그 정도가 2년 동안 처리되는 가구 수입니다. 

가구들은 무작위로 대기 명단에 올라갑니다. 5월 15일부터 신청자에게 연락해 대기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대기 명단에 선정된 경우,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추첨을 통해 대기 명단에 선정되었다면, 할당된 번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기 순서가 돌아오면, 여전히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자격을 충족한다면, 우선 이용 가능한 주택 옵션을 다음과 같이 제공받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35,550 $40,600 $45,700 $50,750 $54,850 $58,900 $62,950 $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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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 소유의 주택 중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공된 장소를 수락하셔야 합니다. 

2. Tacoma 내 주택 임대 시 임대료 지원. 사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HA(Tacoma 주택청)는 대기 명단 신청을 언제 다시 받을 예정인가요? 

보통 2년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대기 명단이 짧아질 때까지 기다린 후 신청자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대기 명단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소식을 받으시려면  www.tacomahousing.org/notifyme 를 방문하여 이메일을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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