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AGO MOVES 
 

Chicago Moves는 교통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카고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hicago Moves는 최대 5만 명의 운전자를 위한 $150 선불 가스 카드와 최대 10만 명의 환승 승객을 위한 $50 

선불 교통 카드를 통해 150,000 명의 빈곤한 시카고 주민들에게 $12,500,000 달러의 지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치솟는 가스 값과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시카코 시내 거주자를 위한 50,000장의 

$150 선불 카드 

 카드 사용은 시카고 시에 위치한 주유소의 펌프에서 

가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자격 있는 시카코 거주자를 위한 100,000장의 $50 

선불 교통 카드 

 교통 카드는 시카고의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위한 

요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월별 추첨 및 자격 요건에 따라 수령자를 선택합니다. 

 선택되지 못한 이전 라운드의 지원자는 향후 라운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75%의 선불카드는 이동성 문제가 높은 커뮤니티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합니다(첨부 페이지의 지도 참조). 

 선불카드의 나머지 25%는 추첨을 통해 도시 전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Chicago.Gov/ChicagoMoves에서 신청 

 대면: 모든 시카고 공립 도서관들에서 종이 형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선불 가스 카드 또는 선불 교통 카드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하나의 신청만 접수합니다. 

신청자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카고 주민이어야 함  

 18세 이상이어야 함  

 차량에 대한 올바른 우편 정보가 포함된 현재 유효한 도시 스티커가 있어야 함(가스 카드 신청자에게만 필요) 

 가구 소득이 시카고의 지역 중위소득 이하여야 함 

 

가구 크기별 지역 중위소득 

1 2 3 4 5 6 7 8 

$65,300  $74,600  $83,900  $93,200  $100,700 $108,200 $115,600 $123,100 

 

 추첨은 5월에서 9월 둘째 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매월 추첨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신청서가 그 달의 첫날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Chicago Moves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Chicago.gov/ChicagoMoves의 신청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당사의 핫라인(312)742-3317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선불 카드는 도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당합니까?  

자격 요건 

카드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선불 가스 카드 선불 교통 카드 

자격 요건 



 

 

이동성 불편함 지수 

이동성 어려움이 높은 커뮤니티 영역이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