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코로나-19 임대료 지원금이 소득 자격을 갖춘 가구에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나 공과금 연체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득 적격 가구들은 지금 캘리포니아 코로

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대료나 공과금 납부가 밀려 있고, 그리고 가구당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를 넘지 않는다

면, 귀하는 연체된 임대료나 공과금에 대한 지원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들은 웹사이트 HousingIsKey.com을 방문하거나 전화 833-430-2122로 

연락해서 자격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자격 조건이 된다면 3월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 정보 

귀하가 집주인이면서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적격한 세입자가 아직 지불하지 않고 연체한 임대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

간동안 연체된 임대료의 20%를 포기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귀하가 자격을 갖춘 세입자라면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임대료 미납액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령 집주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납부할 임대료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의 25%까지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

니다.  이렇게 합쳐진 지원금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세입자 구제법이 2021년 6월30일 만료된 

후에도 귀하가 현재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19 임

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마련돼 있으며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 발생한 공과금 연체를 비롯해 향후 발생하는 공과금 등이 여기 포함되고 두 가지를 포함한 공과

금 요금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은 총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자격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제출 항목들을 살펴보고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웹사이트 HousingIsKey.com

을 방문하세요. 확인용 서류와 요청한 정보들은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신청서 처

리가 시작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청서 진행 상황과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격조건과 신청서 지원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 (LPN⋅Local Partner Network)’에 등록된 단체들이 현재 예약자를 대상으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자격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 명단과 장소에 관한 정보는 

HousingIsKey.com에서 지역사회 파트너/자원 항목이나 전화 833-430-2122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웹사이트 HousingIsKey.com을 방문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청서를 접

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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