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수리 지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First Financial Northwest Bank 
이 일부 제공합니다.

Renton 거주민의 보건 
및 안전 유지 지원
Renton 시 프로그램에서 적격한 
Renton 거주민에게 무료 보건 및 안전 
주택 수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동네의 환경을 
유지하며, 자택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
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425-430-6650 번으로 전화하거나  

rentonwa.gov/hrap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적격한 Renton 거주민을 위한 
무료 소규모 보건 및 안전 주택 수리 서비스

다음 파트너에게 감사드립니다.

Housing Repair Program

Weatherization Program

Appliance Program

09/2022

Human Services Division 
1055 S. Grady Way 
Renton, WA 98057

425-430-6650 
rentonwa.gov/hrap

“저희 집 보일러를 수리해 준 Mark와 
Renton 시에게 정말 감사해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난방 없이 살고 있다가 이 
프로그램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친절과 
믿음직한 행동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언젠가는 보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객



난방: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 및 난방 기구를 
수리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번안: 외부 램프, 난간, 가로대, 
휴대용 샤워기 꼭지, 욕조/샤워 시트, 높은 
화장실 변기, 욕조 가로대, 레버 문 손잡이 및 
수도꼭지를 설치, 수리 및/또는 교체합니다.

지붕 공사: 이끼 처리 및 약간의 지붕 수리를 
합니다.

평가: 서비스 제공 전, 검사가 필요합니다.

안전: 연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와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계단을 수리 및/또는 교체합니다.

배관: 온수기, 새는 수도꼭지, 밸브, 변기, 싱크대, 
배수구 및 파이프를 수리 및/또는 교체합니다.

전기: 고장난 조명, 스위치, 콘센트, 회로 및 배기 
팬을 수리 및/또는 교체합니다.

내후제: 홈통 및 하관을 청소, 수리 및/또는 
교체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문서에 등록됨.

   최소 1년 이상 해당 집을 소유함.

   현재 해당 집에서 살고 있음.

   Renton 시 경계 이내에 살고 있음.

   연간 가구 소득이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소득 지침 중간 소득 80% 미만임 
(삽입 참조).

무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필요성 및 사용 가능 자원에 대한 직원 결정에 기반합니다. 고객당 최대 지출액은 연간 6,000
달러이며 10년간 최대 10,000달러입니다.

보건 및 안전 서비스는 건물의 주된 구조만 다룹니다(간이 차고, 독립 주차장, 울타리는 해당 없음).

신청방법:   425-430-6650번으로 전화하거나 rentonwa.gov/hrap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