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 주택 당국

섹션 8 대기자 명단 추첨
2022년 10월 17일 오전 6시 시작
2022년 10월 30일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 종료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HACLA.HCVLIST.ORG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 당국은 섹션 8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에 등재되기 위해 개인과 가족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섹션 8 프로그램은 집세의 일부를
사유지 소유주에게 지불함으로써 가족에게 주택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 자격이 있는 가족이나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법적 거주자가 있어야 합니다(법적 거주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도 가능). 온라인 HACLA.OR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개인 및 가족은 2주간의 신청 기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또는 인터넷이 연결된 기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연중무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나 기기가 없는 사람은
지역 로스앤젤레스 시립 도서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신청하려면 유효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거주하는 주소(있는 경우) 및 연락할 수
있는 우편 주소, 세대의 합산 연간 소득, 세대주와 배우자/공동 세대주(해당되는 경우)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회 보장 번호/외국인 등록 번호(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신청 지원, 이메일 설정 수업,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는 파트너 등의 추가
리소스는 HACLA.HCVLIST.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신청 또는 이메일
설정 관련 지원이 필요하거나,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대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213-523-SEC8 또는 877-621-SEC8로 전화하십시오. 신청 기간 중 매일 오전 7시~오후 6
시(태평양 표준시)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TDD 또는 TTY 기술을 사용하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은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에 7-1-1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섹션 8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에 등재될 신청서 30,000
개를 선정하므로 2주간의 신청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지원 추첨 우선권은 로스앤젤레스 시 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
신청자와 재향 군인이거나 가족 구성원이 불명예 전역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군 복무에서 전역한
미군 퇴역 군인인 신청자에게 주어집니다.
2022년 12월 1일까지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추첨 선정 상태를 알려 드립니다.
신청자는 HACLA.HCVLIST.ORG 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확인하거나
213-523-SEC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HACLA.HCVLIST.ORG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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