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S-23 (K) 08/12/2020 (page 1 of 2)   
(E) 07/31/2020   
LLF    

 
 
 
 
 

 
Pathway Home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Pathway Home은 적격한 가족과 개인이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하 "호스트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athway Home은 최대 12개월 동안 호스트 
가족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가급적 빨리 보호소를 떠나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 DOC)에서 출소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호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소에서 90일 이상 
거주했거나 DOC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적격 가족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호스트 가족에게 최대 $1200, $1500 또는 

$1800의 월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적합한 주거지 및 호스트 가족 정보가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정한 호스트 가족 또한 서류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 담당자, 주거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노숙자 복지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또는 귀하의 지역사회 담당 Homebase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HRA와 DHS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재 90일 이상 DHS 보호소에 거주 중 또는 CITYFHEPS 추천을 받음 
• DOC 특별 프로그램 자격이 있음 
• 총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치의 200%를 초과하지 않음 
• 현재 현금 지원(Cash Assistance)을 받고 있거나 일회성 현금 지원을 받았음 
• 적합한 주거지와 호스트 가족을 찾았음(하단의 거주지 자격 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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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계속)? 
90일 이상 거주한 보호소에서 마지막 거주 기간 10일 이내에 보호소 거주를 다시 신청한 경우, 
HRA와 DHS는 현재 보호소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면제시켜줄 수 있습니다. 
 현재 CITYFHEPS 적격 대상일 경우, 이번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Pathway 

Home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해도 향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시 당국의 임대료 
지원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에 대한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은 호스트 가족의 거주지로 이사하는 적격 가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사할 거주지와 호스트 가족은 아래 사항을 비롯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의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 거주지의 주 임차인 또는 소유자로서 호스트 가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거주지는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며 귀하가 이사하더라도 주택이 혼잡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DHS/HRA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호스트 가족과 저는 임대료를 얼마나 받게 됩니까? 
귀하가 임대료 지원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시 당국이 귀하의 호스트 가족 또는 임대주에게 
직접 월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이 귀하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귀하의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인 주 임차인이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시 
당국이 지불하는 금액은 주 임차인의 총 임차료에서 주 임차인 또는 소유자의 현금 지원 주거 
수당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한 지 60일 이내에 Homebase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경우, 귀하의 가족과 호스트 가족은 
$300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당 시점에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Pathway Home 프로그램 차트 

현금 지원 
가족 구성원 수 1인 또는 2인 3인 또는 4인 5인 이상 

호스트에게 제공되는 
월 임대료* $1200 $1500 $1800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호스트 가족의 
거주지가 임대료 안정화 또는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인 경우 특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