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농촌 개발

함께하면 번영하는 미국

미국 농무부

주택 보존 보조금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합니까?
주택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Housing

대상 지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 부동산은 적격한 농촌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연방 관보에 게시된 통지를 통해 매년

자세한 내용은 USDA 소득 및 재산 적격성

접수됩니다. 신청 창 업데이트는 농촌 개발 주택 보존

웹사이트 (https://go.usa.gov/xzcdM 링크에서

보조금 프로그램 웹 페이지 링크

사용 가능)를 방문하십시오.

(https://go.usa.gov/xz6zh)에서도 확인할 수

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Preservation Grant Program, HPG)은 적격
• 조직은 극빈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 수리
농촌 지역의 극빈 및 저소득 가정이 거주하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재건할 수 있도록 적격
기관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있나요?
• 대부분의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누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또는 재건을 위해 보조금 또는 저리 대출을

지역 RD 사무실의 농촌 주택 프로그램 직원이

제공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 목록은 다음

• 극빈 및 저소득 세입자가 거주하는 임대 및 협동
부동산도 해당 유닛을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o.usa.gov/xzHPf
이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연방 규정 1944-N 코드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go.usa.gov/xubYA

- 기초, 지붕, 단열재, 전기 배선, 난방 시스템, 물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처리 시스템 수리 또는
교체

• RD 지침 1944-N,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rd.usda.gov/files/1944n.pdf (PDF)
• RD 지침 1940-L, "대부금 및 보조금 프로그램 기금

- 이동성 또는 기타 접근성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할당 방법 및 공식" 링크: https://go.usa.gov/xzF8F

• 비영리 단체

위한 기능 설치

(PDF)

• 연방 정부에서 인정한 부족 (정보는

- 노동 및 재료

• 연방 규정집 파트 1970, "환경 정책 및 절차", 다음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 적격 행정 비용은 상금의 최대 20%

https://go.usa.gov/xzHPW)

- 적격 비용의 전체 목록은 연방 규정

• 개인은 USDA 농촌 개발에 직접

1944.664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이 링크에서

신청하지 않고 주택 보존 보조금을

사용 가능: https://go.usa.gov/xz6tM)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go.usa.gov/xzF93
• RD 지침 1901-E, "민권 준수 요구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rd.usda.gov/files/1901e.pdf (PDF)
• 1949 년 주택법 Title V,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go.usa.gov/xzF9d

받은 조직을 통해 신청합니다.

참고: 인용 및 기타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위의 "이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사항"
섹션에 나열된 프로그램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 사무소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정보는 https://go.usa.gov/xzHPf 링크에서 제공). https://www.rd.usda.gov/ 에서
추가 양식, 리소스 및 프로그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USDA 는 평등한 기회 제공자,

고용주 및 대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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