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 보건 사회 복지부
COVID 월세 구제 프로그램 – 제 2단계

월세가 밀려 있으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끼친
영향으로 소득이 없어지셨다면 월세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 사회 복지부(HHS)는 코로나-19 유행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유자격 가족에게 단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금이 있는
동안, 그간 밀린 월세 및 앞으로의 월세 목적으로 최대 $4,000 까지 월세 구제금을 유자격
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떤 가족이 자격이 됩니까?
•
•
•
•
•
•

지난 30일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당 수입이 60% AMI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왼쪽 표 참조 →)
가구의 수입에서 월세 비중이 적어도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 손실이 반드시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가구의 월세가 적어도 1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업 수당을 신청한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하면)
늦어도 2020년 2월부터는 몽고메리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 임대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 수

최대 월수입

1
2
3
4
5
6
7
8

60% AMI
$4,250
$4,855
$5,461
$6,065
$6,555
$7,040
$7,525
$8,010

이미 코로나-19 월세 구제 보조금, 주 정부 지원 주택 구제 프로그램 보조금(부동산을 통해)을 받았거나, 또는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HHS 월세 구제 프로그램은 주택 기회
위원회(HOC)에서 운영하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이며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원하는 가족은 양쪽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우선순위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심한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초기의
“고 영향” 지역 밖 가족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지며 순서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신청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월세가 밀려 있으면, 퇴거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

월세 구제를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

311로 전화해서 월세가 밀려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시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HHS 지원자가 직접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나 출생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득 증명서 (자가 증명 가능)
•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 임대 계약서

http://bit.ly/DHHSRentReli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