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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기준에 전부 해당하는 분은 SAFER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입니다. 
 신청 직전까지 만 12개월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살았습니다. 
  본인 및 (본인과 함께 사는)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시민권 요건을 

충족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반드시 영구 

거주지이어야 하며, 각 가구 구성원은 반드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조건이 해제되지 않은 초청 이민자가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에 조건이 해제되지 않은 초청 이민자가 아닌 영주권을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
  ○  난민 지위를 신청한 자
  ○  민간 후원이 끊어진 자 

  소유 또는 점유하는 조립식 주택(트레일러)의 대지 임차료를 포함하여 
매달 가구 (세금 전) 총소득의 30%가 넘는 금액을 집세로 냅니다.

자격을 확인했으면 다음 단계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령 세입자 주거 보조
(SAFER) 안내
고령 세입자 주거 보조(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는 자격이 되는 
고령자를 매달 지원하여 월세 납부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월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다운로드: 신청서는 www.bchousing.org/safer 에 있습니다. 
2. 우편으로: 604-433-2218이나 1-800-257-7756으로 전화하여 신청서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근거 서류
고령 세입자 주거 보조(SAFER) 프로그램 신청 시, 신청서의 다음 섹션에서 근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증명(세금 신고)
• 연령 증명
• 집세 증명
• 은행 정보(자동 이체용)
필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bchousing.org/safer 에서 신청 점검 목록을 보세요. 
수집된 모든 정보는 자격 확인 목적이며, 엄격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다음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신청서를 스캔하여 www.bchousing.org/puf 에서 프로그램 업로드 
양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작성된 신청서를 BC Housing 사무소의 우편물 투입구에 집어 
넣습니다.  
주의: COVID-19 탓에 BC Housing 사무소는 방문자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 웹 사이트에서 또는 전화로 사무소 재개방 여부를 확인하세요. 

  팩스로: 작성된 신청서와 근거 서류 사본을 604-439-4729로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Program,  

BC Housing,  
101-4555 Kingsway,  
Burnaby, BC, V5H 4V8

원본을 보내지 말고 사본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처리되면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변동 사항 통보
소득, 함께 사는 사람들의 수, 집세 인상 통지를 
받는 경우, 이사하는 경우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SAFER 사무소에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는 (604) 433-2218 또는 로어 메인랜드 
밖에서 1-800-257-7756입니다.
월~금 오전 8:30 ~ 오후 4:30 
(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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