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WDD의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 대화에 참여하고,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가 주는 힘을 얻어 보세요. 

 
 

opwdd.ny.gov/jointheconversation에 
접속하셔서 오늘 대화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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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세요 

Individual Supports and Services 
(ISS, 개인 지원 및 서비스) 

집주인을 위한 주택 지원 
보조금 정보 



 
 

Individual Supports and Services(ISS) 

집주인을 위한 주택 지원 
보조금 정보 

 
 
 
 
 
 
 
 

소개 

뉴욕 주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OPWDD, 발달 장애인 사무소)는 발달 
장애가 있는 뉴요커를 위한 서비스의 조정을 책임지는 
뉴욕 주 기관입니다. 

OPWDD 주택 지원 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OPWDD Individual Supports and Services(ISS) Housing 
Subsidy(주택 지원 보조금)는 Federal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연방 주택 선택 쿠폰 프로그램) (예: 
섹션 8 쿠폰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주택 지원 
보조금처럼 운영합니다. 

ISS 주택 Housing Subsidy는 자신의 커뮤니티에 
거주하기로 선택하고 소득이 검증된 발달 
장애인(I/DD)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개인은 책임감 있는 세입자로서 자신의 세대에 대한 
금전적 및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예: 월세 계약 
당사자). 

해당 개인은 자신의 사용 가능한 소득 중 약 30%를 
주거 비용에 기여해야 합니다. ISS 주택 지원 보조금은 
그 후 최대 지원 가능 비용까지 남은 차액을 
지불합니다. 

해당 개인은 또 보증금과 기타 이사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서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살거나(또는 
그와 동시에) 주거 간병인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주택이 허용되나요? 

허용되는 주택 세대에는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협동 조합, 또는 조립식 주택이 포함됩니다. 허용되는 
주택은 OPWDD의 주택 지원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임대/계약에 따라 세를 
내거나, 구입하거나,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일반이나 OPWDD 제공자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 세대는 섹션 8 쿠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주택 품질 
기준(24 CFR 982.401)에 근거한 OPWDD의 주택 품질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 세대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이 있는 특정 
개별 세대여야 하며 법적 거주 공간으로서 지역 및 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OPWDD ISS 주택 지원 
보조금은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OPWDD ISS 주택 지원 보조금을 받는 사람에게 주택 
임대 시 집주인이 받는 혜택 

집주인은 매월 초에 OPWDD 공인 제공 기관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 비용에 기여하는 수표를 받게 됩니다. 

ISS 주택 지원 보조금을 관리하는 제공 기관은 또한 
해당 개인이 임차인/세입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에 개입합니다. 

해당 개인은 자신의 임차를 유지하고 보유하는 데 
도움이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책임 

집주인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임대 및/또는 세입 계약의 준비 및 시행하기, 

• 주택의 품질 기준에 맞게 아파트 유지하기, 

• 적용되는 경우, ISS 주택 지원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월세 부분을 수용하기, 그리고 

• 문제가 생기거나, 월세, 유지 보수, 계약 갱신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임차인 및/또는 ISS 제공자 
기관에 연락하기 

ISS Provider Agency(제공 기관)의 책임 

ISS Provider Agency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주택 세대를 둘러보고 허용하기, 

• 장래의 임차인과 함께 임대 계약 검토하기, 

• 월세 수표 처리 및 전달하기, 

• 이사, 집 준비, 공공 요금 및 케이블 계좌 개설 및 
임차 유지 돕기, 그리고 

• 해당 인물들이 자신의 주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OPWDD에 집주인 소개하기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는 집주인을 아신다면 (518) 473-
1973번으로 OPWDD Home and Community Living 
Unit(주택 및 커뮤니티 주거 부서)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