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경제 규모에 맞는 주택 신청하기 
“경제 규모에 맞는” 주택이란 무슨 뜻입니까? 가계에서 임대료로 지출하는 금액이 가계 
소득의 1/3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을 ‘경제 규모에 맞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어느 가구에서 
소득 총액의 1/3보다 많은 금액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한다면, 이 가족은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nyc.gov/housingconnect에서 경제 규모에 맞는 주택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에 포함된 내용:

1. NYC HOUSING CONNECT 소개

2. 시작하기

3. 주택 신청

4. 신청 후

5.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찾고 계십니까? NYC Housing Connect는 뉴욕시 전역에서 저렴한 임대 및 주택 

소유 기회를 찾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nyc.gov/housingconnect에서 포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YC Housing Connect는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 및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HD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양한 가계 소득 수준과 규모의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세대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세대 가구가 소득 및 규모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적정한 가격의 임대 주택이란 임대 비용이 가구 소득의 1/3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정하

고 평등한 선발을 위해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 시스템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먼저 Housing Connect에서 계정을 생성해 주십시오. 가입 후에는 소득, 자산 및 장애 상태를 포함하여 모

든 가구 구성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특정 구간 내에 포함되거나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임대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정보

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임대:

가구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프로필의 “주택 선택” 섹션에서 재임대 또는 재판매 고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세대가 이사를 나가면 입주가 가능해지는 기존의 적정 가격 주택들입니다. 다른 추첨과 동일하

게 재임대 기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예”를 클릭하면 재임대 또는 재판매 입주가 가능할 때 선발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보통은 “예”를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시작하기

1. NYC HOUSING CONNECT 소개



이제 신청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개 추첨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공개 추첨 페이지에서 필터를 사용하면 상세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목록에는 이용 가능한 

주택 수, 입주 한도, 적격 소득 범위 및 신청 마감일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합니다. “지금 신청!” 버튼을 클릭만 하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모든 가구 정보를 최신 상태로 입력해두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Housing Connect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광고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종이 신청서를 요청하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우편으로 신청하든 추첨에 선발될 확률은 동일합니다. 종이 신청서와 온라인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면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하십시오. 신청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 모든 서류 및 온라인 신청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되고 각 신청서마다 무작위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것이 귀하의 로그 번호입니다. 많은 신청자가 추첨에 참가합니다. 따라서 마감일 

이후 귀하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낮은 로그 순번을 받았거나 

하나 이상의 우선 순위 대상 자격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로그 순번을 

받았다면 답변을 늦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주택 신청



신청한 후 Housing Connect 대시보드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선발되면,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신분증이나 급여 명세서 등과 같은 문서를 

업로드하고 공유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 조사를 완료하고 임대 기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사용 가능한 세대가 있는 경우, 귀하의 신청은 승인됩니다! 

업로드한 문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적격 사유가 서술된 거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첨이 되지 않았거나 답변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Housing Connect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색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의 소개 및 알아보기 페이지 nyc.gov/housingconnect에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후

5. 자세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