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교통 카드 신청서
2022 년 시카고 교통 지원

Chicago Moves 는 교통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카고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150 선불 가스 카드나 $50 선불 교통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icago Moves 신청은
2022 년 4 월 27 일에 시작되며, 카드는 5 월부터 9 월까지 매달 배포됩니다.
각 추첨의 마감일은 월부터 9 월까지 매달 1 일이 될 것입니다. 신청한 달에 선발되지 않으면 다음 달 추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신청자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카고 주민이어야 함
 18 세 이상이어야 함
 차량에 대한 올바른 우편 정보가 포함된 현재 유효한 도시
스티커가 있어야 함(가스 카드 신청자에게만 필요)
 가구 소득이 시카고의 지역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Chicago.Gov/ChicagoMoves (선호함)
 시카고 공공 도서관 위치에서 대면
 완료된 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Dept. Of Finance
121 N. Lasalle St. , Floor 7
Chicago IL, 60602
참고: 우편은 우편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배달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전에 재무부에 발송해야
합니다.

현재 이름 및 기본 거주지 정보:
*이름:

*성:

*생년월일:

*주소:

*주소 2:

*시, 주:

*이메일:
가구 정보:
*가구 크기:

*우편번호:

이메일 필수: 카드를 받기 위해 선택된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통보를 받습니다. 이메일을 제공하지 않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총 가구 수익:

지원 세부 사항:
(귀하의 카드가 우편으로 귀하에게 발송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 저는 다음을 신청합니다(하나만 선택) : 가스 카드

☐

또는

교통 카드

* 카드를 다음과 같이 받을 것을 선호합니다(하나만 선택) : 메일로 발송

☐

☐
또는

시 의회에서 직접 받기 ☐
(가스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아래를 작성해주십시오)

시티 스티커 번호:
번호판 번호:
인증:
* 저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현재 18 세 이상임을 증명합니다.

☐(여기를 체크하세요)
* 본인은 본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가구소득, 가구규모, 주 주택주소, 도시 스티커 번호(제공된 경우) 및 연령의 정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여기를 체크하세요)
* 본인은 이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중요한 사실을 왜곡, 누락 또는 은폐하는 경우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여기를 체크하세요)
* 본 문서 서명자들도 거짓 정보의 제공이 사기 행위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Chicago Moves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모든 혜택의 종료 및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정자체 이름

신청인의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