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ont Door 
현재와 미래의 DC 주택 소유자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DC 

정부 웹사이트 
 

집과 관련된 DC 정부 리소스를 살펴보십시오.   
귀하가 현재 또는 미래의 DC 주택 소유자로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50개 이상의 특별구 리소스를 탐색해 보십시오. 다음 상황에 맞는 리소스 

보기 
 

 
더 안전한 

집 만들기 

● 집에서 천식 유발 요인과 건강 위험 제거하기 

● 주택에서 납 페인트 줄이기 

● 집과 연결된 납 파이프를 교체하기 

● 가정을 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기 

● 주택에 안전 기능 추가하기 

● Medicaid를 통해 안전 수리 서비스 받기 

● 지붕을 수리하고 집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 가정 보안 카메라 설치 도움받기 

● 내가 설치한 보안 카메라에 대한 환급 받기 

 
모기지 

상환하기 

● 주택 압류 방지하기 

● COVID-19 기간 동안 모기지 상환에 대한 도움받기 

● 주택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한 도움받기 

● 모기지,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도움받기 

● DC 정부 직원으로서 낮은 모기지 금리를 받기 

 

재무 관리 

하기 

● 금융기관과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받기 

● 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 절감하기 

● 재무 목표, 예산 및 부채 상환 계획 수립하기 

● 재무 관련 질문에 대해 상담하기 

● 재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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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준비 

● 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 절감하기 

● 주택 구매를 위한 재정 지원받기 

●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 구매하기 

● 주택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감하기 

● 재산세 절감하기 

●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 $52,500의 대출받기 

● 임대인으로부터 단독 주택 구매하기 

● 모기지에 대해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 $25,000 받기 

●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다운페이먼트 지불에 

도움받기 

● 주택 공동 구입에 대한 도움받기 

● 노조 직원으로서 주택 구매에 대한 도움받기 

● 주택 구매 방법 알아보기 

 
세금 

절감하기 

● 재산세 납부 연기하기 

● 부동산 가치 평가에 이의 제기하기 

● 소득세 절감하기 

● 주택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감하기 

● 재산세 절감하기 

● 장기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절감하기 

● 쓰레기 수거 비용 세액 공제 받기 

● 재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주택 개조 

보수하기 

● 지붕을 수리하고 집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 고장 난 난방 제품 또는 냉방 제품 교체하기 

● 집에서 천식 유발 요인과 건강 위험 제거하기 

● 주택에서 납 페인트 줄이기 

● 집과 연결된 납 파이프를 교체하기 

● 주택에 안전 기능 추가하기 

● 주택 외부 수리하기 

● Medicaid를 통해 안전 수리 서비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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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임대 가옥을 만들기 

 
공과금 

절약하기 

● 유틸리티 서비스 복구하기 

● 고장난 난방 제품 또는 냉방 제품 교체하기 

● 공과금 지불에 대한 도움받기 

● 주택 에너지 사용 줄이기 

● 수도 요금 절약하기 

● 강의 오염된 물을 줄이고 수도 요금 할인 받기 

● 태양 에너지로 전기요금 절약하기 

● 주택에 무료로 태양 전지 패널을 설치하기 

 
환경친화

적인 주택 

만들기 

● 태양 에너지로 전기요금 절약하기 

● 주택에 무료로 태양 전지 패널을 설치하기 

● 주택 에너지 사용 줄이기 

● 태양 에너지 사용에 대해 알아보기 

● 집의 빗물통, 나무, 빗물 정원 및 조경에 필요한 

설치 및 비용에 도움받기 

● 강의 오염된 물을 줄이기 위한 빗물통에 대한 환급 

받기 

● 강의 오염된 물을 줄이기 위한 빗물 정원에 대한 

환급 받기 

●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를 투과성 포장재 또는 

초목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환급 받기 

● 부동산 내 나무 심기에 대한 환급 받기 

● 강의 오염된 물을 줄이기 위한 옥상 정원에 대한 

환급 받기 

● 강의 오염된 물을 줄이고 수도 요금 할인 받기 

●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용기에 대한 환급 

받기 

● 퇴비로 만들기 위해 음식 쓰레기를 수거 지점에 

가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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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Door는 누가 운영합니까? 

 

접근성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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