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은 재산세를 면제 

받고 있습니까? 저 소득자로서 61 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입니까? 빈곤층 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금(TANF)/영양 보충 보조 푸로그램(SNAP) 혜택자 입니까? 아니면 점심을 무료로 또는 

할인으로 제공받고 있습니까? 

린우드 시는 린우드 시 경내에 소재한 주택 재산에 한해,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린우드 시는 린우드 시의 유틸리티 고객들에게 두가지 형태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신청하세요. 매년 신청을 갱신햬야 합니다. 
 
재산세 면제: 스노호 미쉬 카운티를 통하여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 유틸리티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재산세 면제신청을 하시려면 스노호 미쉬 카운티 전화 425-388-3540 

번으로 전화 하시든지 아니면  웹 사이트 snohomishcountywa.gov/326 로 연락 하세요. 

일단, 당신이  스노호 미쉬 카운티 재산세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바로 린우드시에 유틸리티 할인율 

적용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TANF/SNAP - 워싱톤 주로부터 이 두가지 보조금 푸로그램중 하나를 수령하는 사람들은 특별 

유틸리티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888-436-6392 번으로 전화 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               린우드 시는 유틸맅티 계정 소지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주민에게 세가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시되 

아래 표시한 기간 동안에만 신청하세요. 매년 재 신청 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 자격) -   아래 기간내에 요구되는 서류를 갖춰서 신청서를 기입하고 제출하며 동시에 

그들의 상황도 자격 조건에 맞는, 저소득 린우드 주민들. 
 
무엇 그리고 언제-   세가지 형태의 리베이트 중 한가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해당 

캐디고리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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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드몬드 교육구를 통해 무료 또는 할인 점심을 제공 받도록 승인된 자녀를 가지고 

있음. 매년 9 월 1 일 부터 10 월 31 일 가간에 만 시 당국이 신청을 접수함. 

2. 저 소득층이고 61 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이어야 함. 7 월 1 일 부터 8 월 31 일 가간에  

새로운 신청을 접수 함. 요구되는 서류를 갖춘 갱신 신청은 매년 6 월 1 일 부터 8 월 

31 일 기간에 제출 되어야 함.  
3. 스노호 미쉬 카운티를 통해 재산세 면제를 받아야 함. 시 당국이 써비스를 

제공하지만 동 써비스에 대해 직접 청구하지는 않는, 다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해야 함. 매년 10 월 1 일 부터 11 월 1 일 기간에 신청을 접수함.  
                             (이 재산세 면제신청을 하시려면 스노호 미쉬 카운티 전화 425-388-3540 번으로  

                             전화 하시든지 아니면  웹 사이트 snohomishcountywa.gov/326 를 참조 

할것) 
 

어디(접수처):          요구되는 서류를 갖춰서 완성된 시청서를 시청으로 제출 하시되 전자 우편  

                                        주소 snohomishcountywa.gov/326 로 보내세요. 시청 정문 건너 편 

                                     자동차로 접근 할수 있는 편지 함에 신청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셔도 됩니다.  
 
왜 (이유) -                  2007 년 6 월에 시 의회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린우드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유틸리티 요율을 할인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례를  

                                        채택하였기 떄문임. 린우드 시 조례 번호 3345. 
 

어떻게 -                     만약 당신이 상기 조건에 부합하고, 요율 할인과 리베이트를  신헝하고  

                                    싶으면 열거된 기한내에 모든 해당 서류들을 갖춘 온전한 신청서를  

                                    제출 하세요. 모든 신청서 양식들과 더 자세한 사항들은 린우드 시  

                                    웹 사이트 www.lynwoodwa.gov  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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