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용 저가 주택 

TIFFANY STREET APARTMENTS 
975 TIFFANY STREET  
LONGWOOD, BRONX에 새로 건설되는 126 가구 
편의 시설: 단지 내 상주 관리자, 피트니스 센터, 커뮤니티 룸, 자전거 보관소, 세탁소*(*추가 요금 부과). 
교통편: 2/5, BX4, BX4A, BX19 
무료 신청 • 중개 수수료 없음 • 금연 건물 • 애완동물 출입 가능 • 자세한 정보: www.prcny.com 

이 건물은 뉴욕시 주택 개발 공사(New York C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HDC) 및 뉴욕시 주택 보급 및 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의 믹스 앤 매치 프로그램(Mix & Match Program )을 통해 건설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아래 표에 나열된 소득 및 가구 규모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가구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추가적인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뉴욕 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우선 
배정됩니다. 

● 특정 신청자를 위해 따로 확보된 가구 비율: 
o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5%) 
o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신청자(2%) 

● 각 동은 다음과 같은 비율을 선호합니다: 
o BRONX 커뮤니티 위원회 2 거주자 (50%) 
o 지자체 직원 (5%) 

입주 가능 세대 및 소득 여건 
세대 규모 

30% 
지역 
중위 
소득(
AMI) 
세대*

* 

월 
임대료1 

입주 가능 
세대 가구 규모2 연간 가구 소득3 

최소 – 최대4 

40% 
지역 
중위 
소득(
AMI) 
세대*

* 

월 임대료1 입주 가능 
세대 가구 규모2 연간 가구 소득3 

최소 – 최대4 

스튜디오     $524 2 1인 $20,160 - $31,840 
2인 $20,160 - $36,400 

침실 1개 $471 12 
1인 $18,618 - $23,880 

$667 12 
1인 $25,338 – $31,840 

2인 $18,618 - $27,300 2인 $25,338 – $36,400 
3인 $18,618 - $30,720 3인 $25,338 – $40,960 

침실 2개 $575 6 

2인 $22,903 - $27,300 

$810 6 

2인 $30,960 - $36,400 
3인 $22,903 - $30,720 3인 $30,960 - $40,960 
4인 $22,903 - $34,110 4인 $30,960 - $45,480 
5인 $22,903 - $36,840 5인 $30,960 - $49,120 

침실 3개 $685 4 

3인 $26,503 - $30,720 

$929 4 

3인 $35,795 - $40,960 
4인 $26,503 - $34,110 4인 $35,795 - $45,480 
5인 $26,503 - $36,840 5인 $35,795 - $49,120 
6인 $26,503 - $39,570 6인 $35,795 - $52,760 
7인 $26,503 - $42,300 7인 $35,795 - $56,400 

세대 규모 

50% 
지역 
중위 
소득(
AMI) 
세대*

* 

월 
임대료1 

입주 가능 
세대 가구 규모2 연간 가구 소득3 

최소 – 최대4 

60% 
지역 
중위 
소득(
AMI) 
세대*

* 

월 임대료1 입주 가능 
세대 가구 규모2 연간 가구 소득3 

최소 – 최대4 

스튜디오 $680 1 1인 $25,509 - $39,800     
2인 $25,509 - $45,500 

침실 1개 $863 8 
1인 $32,058 - $39,800 

$1,058 7 
1인 $38,743 - $47,760 

2인 $32,058 - $45,500 2인 $38,743 - $54,600 
3인 $32,058 - $51,200 3인 $38,743 - $61,400 

침실 2개 $1,045 4 

2인 $39,018 - $45,500 

$1,280 4 

2인 $47,075 - $54,600 
3인 $39,018 - $51,200 3인 $47,075 - $61,400 
4인 $39,018 - $56,850 4인 $47,075 - $68,220 
5인 $39,018 - $61,400 5인 $47,075 - $73,680 

침실 3개 $1,200 3 

3인 $45,086 - $51,200 

$1,472 3 

3인 $52,869 - $61,400 
4인 $45,086 - $56,850 4인 $52,869 - $68,220 
5인 $45,086 - $61,400 5인 $52,869 - $73,680 
6인 $45,086 - $65,960 6인 $52,869 - $79,140 
7인 $45,086 - $70,500 7인 $52,869 - $84,600 

세대 규모 

100% 
지역 
중위 
소득(
AMI) 
세대*

* 

월 임대료1 입주 가능 세대 가구 규모2 연간 가구 소득3 
최소 – 최대4 

침실 1개 $1,634 25 
1인 $58,492 - $79,600 
2인 $58,492 - $91,000 
3인 $58,492 - $102,400 

침실 2개 $1,955 17 

2인 $70,218 - $91,100 
3인 $70,218 - $102,400 
4인 $70,218 - $113,700 
5인 $70,218 - $122,800 

침실 3개 $2,250 8 

3인 $81,086 - $102,400 
4인 $81,086 - $113,700 
5인 $81,086 - $122,800 
6인 $81,086 - $131,900 
7인 $81,086 - $141,000 

1 임대료에는 취사용 가스 요금이 포함됩니다. 
2 가구 규모에는 부모 및 자녀를 포함하여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거주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가구 소득에는 급여, 시급, 팁, 사회 보장, 자녀 양육비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나열된 최소 소득은 섹션 8 또는 기타 적격 임대 보조금을 받는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 한도도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www.nyc.gov/housingconnect 에 접속하십시오. 우편을 통해 신청을 요청하실 경우 엽서 또는 반송용 봉투를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Tiffany Street Apartments, 975 Simpson Street, Bronx, NY 10459. 주택 개발당 신청서 한 부만 보낼 수 있습니다. 복수 신청은 금지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을 
같이 신청하지 마십시오. 하나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늦어도 [추후 결정 예정] 까지의 날짜 소인이 찍힌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이 날짜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신청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청서 기한이 지나면 추첨 과정을 통해 검토 대상을 선정합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선택되고 귀하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귀하의 자격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귀하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인터뷰 일정은 보통 신청 기한이 지난 후 2~10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가구의 규모, 가구 구성원의 신원,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시장 Bill de Blasio  •  HPD 국장 Louise Carroll  •  HDC 회장 Eric End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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