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신청서                                                    보내실 곳:    The Municipal Housing Authority                                 

                                                                                                                    for  the City of Yonkers                                    
이 양식은 2022년 7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PO Box 35 
This form is due no later than July13th,2022 11:59PM                                                                              Yonkers, NY,  107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t 1: Head of Household        파트 1: 세대주 정보 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____l___l___l   ___l___l___l   ___l___l___l 

 

                                                생년월일:    ___ㅣ___ㅣ    ___ㅣ___ㅣ   ___ㅣ___ㅣ___ㅣ___ㅣ 

             

                                                      성별:     ___ㅣ 여     ___ㅣ남   ___ㅣ 기타 

 

                                                  집 전화:   ___ㅣ___ㅣ___ㅣ   ___ㅣ___ㅣ___ㅣ   ___ㅣ___ㅣ___ㅣ___ㅣ 

                                               

                                              전화 기타:   ___ㅣ___ㅣ___ㅣ   ___ㅣ___ㅣ___ㅣ   ___ㅣ___ㅣ___ㅣ___ㅣ 

 

                                              전화 유형:   ___ㅣ 직장  ___ㅣ 기타  열거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애자 인가요?:   ___ㅣ 네   ___ㅣ 아니오      미국 시민권자 인가요?:   ___ㅣ 네   ___ㅣ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t 2: Household Information        파트 2: 가족 정보 

 

1: 총 가구원 수   _______ 

 

2: 해당 되는곳에 다 표시해 주세요 

 

___ㅣ 가족 중 세대주 및/또는 공동 세대주가 재향군인이 있다.    

          “재향 군인”이란 미국 군대 ( 즉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 및/ 또는 우주 군대) 에서 임무를 명예롭게 끝내고 제대한 사람 

___ㅣ어린이, 노약자, 혹은 장애자가 있는 가족 

___ㅣ 노숙자가 있는 가족 들( 42 U.S.C. Section 11302 표기 되고 Continuum of Care Interim Rule at 24 CFR 578.3 아래 포함 되는 가족) 

___ㅣ세대주 및/또는 공동 세대주가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조부모가 있는 가족 

___ㅣ 용커스시 거주 하는 가족이나, 또는 세대주나 다른 식구중 용커스시 의 직원이 있는 가족 

___ㅣ 현재 연방 주택 보조금 (HUD Program)을 받고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세와 18세 이상의 각 가족 구성원이 받는 임금, 군인 급여, 연금, 사회 보장, SSI, 복지, 자녀 양육비, 실업, 사업, 직업 또는 기타 출처 에서 받는 수당, 

지불금 등 세금 내기 전 총 소득을 적어 주세요. 미성년자 까지 포함한 전체 가족 총소득 합해 주세요 

1: 총 연간 소득   $ 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을 표시해 주세요 

 

___ㅣ첵킹 어카운트, 당좌 계좌 

___ㅣ세이빙 어카운트, 저축 계좌 

___ㅣ주식,채권, CDs, 투자 

___ㅣ부동산 

___ㅣ기타 (열거 하세요)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t 3: Family Income and Assets   파트 3: 가구 소득 과  유산 

                                                               자격이 되는 최대 소득 한도 

                                                             _____________________ 

                                                                       가족 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ㅣ       2     ㅣ      3       ㅣ     4       ㅣ    5       ㅣ     6      ㅣ     7      ㅣ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8,550   ㅣ$55,450 ㅣ$62,400  ㅣ$69,300 ㅣ$74,850ㅣ$80,400ㅣ$85,950ㅣ$91,5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t 4: Disclaimers                      파트 4: 면책 조항 

 

1. 시민권 또는 합당한 이민 신분의 증거서류 제출 및 확인 후 주택이 제공될 수 있읍니다. 당시 제출된 서류 심사에 

따라 지원은       재조정, 거부 또는 종료될수 있습니다. 

2. 중복 신청서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3. 본인은 이 양식의 정보가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이고 완전한 정보임을 확신 합니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0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실형을 받을수 있음을 본인은 이해 합니다. 

4. 이 사전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는 프로그램 가입전에 확인절차를 받게 됩니다. 대기자 명단 배치 및 가입 상황은 

확인된 정보에 따라 변경 될수있습니다. 

 
 

사전 신청자 서명: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