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조지아 지역사회부(DCA)는 주택 선택 바우처(HCV) 프로그램 또는 섹션 8의 대기자 

예비 신청 기간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21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고 

발표했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조지아주 149개 카운티에 있는 DCA 관할지역 전체에 걸쳐 개인 임대 

시장에서 안전하고, 품격 있고,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는 극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은 대기자 명단에서 선택된 적격 가족에게 지급된다. 

프로그램 참여 자격은 가족의 소득과 자격 있는 시민권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정해진다. 

 
DCA는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2시 01분부터 4월 26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모든 

149개 카운티에 대한 HCV 프로그램 예비 신청을 수락할 것이다. 조지아의 나머지 10개 

카운티는 현지 주택 당국에 의해 제공된다. HCV 프로그램을 DCA가 관리하는 카운티 및 

도시의 전체 목록은 https://www.dca.ga.gov/node/2167/documents/208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접수된다. 신청자는 4월 22일부터 

www.applygadca.com에서 대기자 명단에 로그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 제공된다. 장애로 인해 예비 신청 완료 또는 주거에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는 DCA에 이메일(applygadca@dca.ga.gov)을 보내거나 신청 지원 전화 라인(1-888-

858-6085, 옵션 2 선택)으로 전화할 수 있다. 4월 22일, 23일,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수락 기간인 2021년 4월 22일~26일 안에 요청해야 한다. 

대기자 명단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는 855-741-51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DCA의 주택 지원 부서 담당자는 4월 22일 첫째 날에 신청해도 이점이 없다고 말한다. 모든 

예비 신청서는 추첨에 응모되며, 대기자 명단에서 예비 신청서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이 진행된다. 모든 예비 신청서가 추첨이 끝난 후 대기자 명단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중복 예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가구 구성원이 등록된 중복 신청은 삭제된다. 

모든 신청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각 가족 구성원의 올바른 사회보장번호 및 생년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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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완료되어야 한다. 
 

DCA는 신청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DCA를 대신하여 비용을 청구한다고 명시한 웹사이트 

또는 회사를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사이트(https://www.dca.ga.gov/safe-affordable-housing/rental-housing-assistance/housing-
choice-voucher-program-formerly-known)를 방문하여 DCA 의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조지아 지역사회부 소개: 
 
조지아 지역사회부(DCA)는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 지방 정부 지원,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통해 조지아의 가족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DCA는 주 및 연방 자원을 사용하여 지역사회가 민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계획을 실행하며, 도심을 개발하고, 저렴한 주택 솔루션을 

생성하며, 자원봉사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CA는 또한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과 

중산층 조지아 주민들의 주택을 구입, 주택을 임대, 압류 및 노숙을 방지를 돕는다. 다음 

사이트 (www.dca.ga.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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