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강 불투수면 면적 사용료(CRIAC)
주민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귀 가정의 DC 수도 요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배경

지난 10년간 맑은 강 불투수면 면적 사용료(Clean Rivers Impervious Area Charge, CRIAC) 요율이 인상되어 Anacostia와 Potomac

강, 그리고 Rock Creek으로의 하수 및 우수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27억 달러가 납부되었습니다. 본 지구에서는 이러한 인상이

많은 가정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RIAC 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들에게 CRIAC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1단계: 귀 가정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자격 요건:

1. DC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이름이 DC 수도 요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수도 요금의 책임을 증명하는 임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총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Area Median Income, 4인 가구의 경우 $117,200) 100%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안내와 지원
등급에 관한 상세 정보는 doee.dc.gov/service/criacrelief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2단계: 귀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신청자 신분: □ 주택 소유주

□ 세입자

신청자 이름

신청자 성

Washington, DC

상세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기타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주 신청자 소득

3단계: 귀 가정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 언어:
영어

가구 구성원 이름

암하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생년월일

스페인어

베트남어

장애 여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총가구 구성원 수:

우편번호

□ 예 □ 아니요

한국어
연 소득

$
$
$
$

기타
사기, 낭비, 남용 및 관리 오류 사항을
지구 감사실(District’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에 보고해주십시오.
익명 무료 상담 전화:
1-800-521-1639 또는
202-724-TIPS (8477).

이메일 hotline.oig@dc.gov

$
$
$

GOVERNMENT
컬럼비아 특별구OF THE DISTRICT OF COLUMBIA

$

가구 총 연소득 $

DOEE | 1200 First Street NE, 5th Floor, Washington, DC 20002 | doee.dc.gov/service/criacrelief

다음 페이지로

맑은 강 불투수면 면적 사용료(CRIAC)
주민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4단계: 조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로써

• 본인이 아는 바 본 신청서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완전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거짓된 진술을 하면 벌금 및/또는 구속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본인이 본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을 DOEE에 부여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DOEE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DC 상수도(DC Water)에서 본인의 계정 번호, 계정 정보 및 미결 정보를 DOEE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본 신청의 승인 또는 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에게 본인의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인증, 연구, 평가 및 분석 목적을 위해, 본인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지구 기관과 조직에 본인의 파일에 있는 정보를 제공할 권한을 DOEE에
부여합니다.

• 본인에게 본인이 자격 대상일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할 권한을 DOEE에 부여합니다.

주 신청자 서명:

날짜:

5단계: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신청서를 다음 문서의 사본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 가구의 최근 DC 상수도 요금 청구서
• 신청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DC 상수도 계정이 가구 구성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하수도 요금의 책임을 증명하는 재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
• 가구의 전체 구성원에 대한 최신 IRS 소득 신고서 사본
제출 옵션

이메일:
criac.residential@dc.gov
제목 줄: Resident
Application(주민 신청서)

온라인 양식
doee.dc.gov/service/criacrelief

우편
DOEE, Attn: Affordability & Efficiency Division
CRIAC Residential Relief Program
1200 First Street, NE, 5th Floor, Washington, DC 20002

6단계: DOEE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DOEE는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합니다.

승인 시: 귀하는 승인 상세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또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거절 시: 귀하는 요청의 거절 이유가 설명된 이메일 또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DOEE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OEE 총책임자에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이나 자격 요건에 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criac.residential@dc.gov에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도는 얼마인가요?

지구 주민은 회계연도 1년에 한 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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