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SA
주택 자료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공급자로서 저희는 일부 주민들이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관의 관리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며 어떤 이들은 결국 홈리스가
되고 맙니다.

DSHS의 노인 및 장기지원 행정국(Aging
and Long-Term Support Administration)

과 협력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장기 요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면
www.washingtonconnection.org
접수: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DSHS 지역 1
(866) 323-9409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DSHS 지역 2 남부(King Co.)
(866) 323-9409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DSHS 지역 2 북부
(800) 780-7094

및 ALTSA와 함께 811-PRA 프로그램의

DSHS 지역 3
(800) 786-3799

재택 서비스와 지원을 받고 가족의
참여하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첫 비영리 기관 파트너이며,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자택에서 성공적으로 거주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 Max Benson 및 Ashley Martin,
Community Frameworks
DSHS 22-1762 KO (Rev. 3/21)

노인 및 장기지원 행정국
(Aging and Long-Term Support Administration)

ALTSA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

임차권 지원 서비스

ALTSA는 자격이 있는 재택 수혜자들에게
독립 생활의 목표를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자격자를 위한 서비스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LTSA 보조금은 ALTSA 수혜자가 독립 주거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 지원 보조금은 장기 연방 보조금을 찾는
동안 시세에 따른 생활을 위한 임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기 서비스 및 지원 사례 관리자.

•일
 상행활 활동(ADL) 및 가사와 같은 중요
ADL을 지원하는 개인 관리 서비스.

보조금 수령자는 소득의 약 30%를 임대주에게
직접 임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이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독립 주택을 찾고 유지하기 위한 개인 맞춤
지원.
•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이전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 이사를 위한 자금 지원
- 가구 및 가정용품
- 해충 박멸 관련 지원
- 저장강박 행동 관련 지원

•	지원 주택 서비스를 통한 집중 임차권 지원.

ALTSA는 Spokane Housing Authority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 전역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노인 및 장기지원 행정국
(ALTSA)이란 무엇입니까?

장애인 및 노인들의 필요에 대응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를 홍보, 계획, 개발, 제공하는
DSHS 내 행정 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ALTSA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수혜자의
선택과 주택 선호를 존중하여 재택 요양
옵션을 제공합니다.
ALTSA는 워싱턴주 내 임대주들과 맺은
귀중한 파트너쉽에 의지하여 ALTSA 수혜자를
위한 독립 주택 옵션을 확대합니다.
저희와 파트너쉽을 체결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ALTSA의 주택 자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shs.wa.gov/altsa/
stakeholders/housing-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