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K 저소득층 연장자 아파트
아파트 위치
540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20
90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입주 신청자 모집
• 스튜디오(면적 400-452 sqft) 또는 원배드 (면적 561-627 sqft)
• 렌트비는 월 $412-$705 사이
• 입주 예정일은 2016년 4월 1일
입주자 자격 요건
• 연간 가정 소득이 지역 중간(평균)소득의 50% 보다 낮아야 함
• 신청자 중 한명의 나이가 62세 이상
• 원배드에 최대 3명까지, 스튜디오는 2명까지 입주 가능 (다른 제한도 적용됨)
신청 방법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900 Crenshaw Blvd.

540 S. Kingsley Drive

English:
This is an informaitonal bulletin about the LDK Senior
Apartment in Korean language, and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and Spanish. Please request your language
from the place that provided this or visit the below
websites.

ltsc.org/LDK

www.

krcla.org/LDK

Español:
Esto es un boleto informativo sobre el apartamento
para ancianos LDK en idioma coreano, y está
disponible en español e inglés. Pregunte por su idioma
en el lugar que proveyó este bolante, o visite las
páginas web abajo

Housing.LACounty.gov

www.

for updates, call 323-774-1922 - dial 711 for California Relay Services

뒷면

신청방법
1. 프리 어플리케이션 작성 단계
프리-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작성하십시오. (프리-어플리케이션은 입주신청서가
아닙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23일 사이 기간 동안 2015 년 프리 어플리케이션을
컴퓨터로 받아서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krcla.org/ko/LDK , ltsc.org 또는
Housing.LACounty.gov 을 방문하십시오.
종이로 된 프리-어플리케이션은 11월 7일 하루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운타운 나성연합감리교회에서 배포합니다. 주소는 420 E 20th St, LA CA 90011
입니다. (8시 이전에는 찾아오시지 마십시오.)
프리-어플리케이션은 한 가정 당 한 장씩만 배포되며, 한 가정에서 여러 장의 프리
어플리케이션이 접수 될 경우 모두 실격 처리 됩니다.
프리-어플리케이션은 우편으로만 받으며 11월 23일까지 우체국의 우편 소인이 찍혀서
보내야 합니다.

2. 입주 신청서 작성 단계
프리-어플리케이션 신청자들은 추첨을 통해 선정 되며 아파트 입주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단계 대상 선정은 선착 순이 아니며 오로지 추첨으로만 결정 됩니다.
추첨에서 선정 된 분은 2016년 1월 초에 공지 해 드립니다. 추첨에서 선정 되어 아파트
입주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최종 입주 여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보 제공처
프로젝트에 대한 새 소식은 전화 자동 정보 제공 라인 323-774-1922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지원), 웹사이트 krcla.org/ko/LDK (한국어)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릴레이 서비스 711 를 통해 전화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