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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Rent Relief Program

신청자 번호:
[신청자 이름 ] 귀하:

COVID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뉴욕 전역의 세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 의회 법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일회성 임대료 보조금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COVID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신청은 경제적, 사회적 도움 필요성이 큰 가구를 우선
순위로 고려해 소득과 임대료 부담, 소득 손실, 노숙위험 등에 따라 신청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신청자님의 서류는 초기 검토를 거쳤지만 확정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요청 항목들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누락되거나 불완전 또 추가 확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청 항목]

상기 나열된 항목들에 대한 추가 서류는 이 통지일로 부터 10 일 이내 (주말 포함) 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상기 나열된 항목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이메일로 회신하지 마십시오. 보충 서류는 아래 방법으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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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포탈에 신청자 번호를 이용해 서류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vidrentreliefdocupload.hcr.ny.gov/)
2. 우편으로 아래의 주소로 10 일 이내 (주말 포함) 에 자료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COVID Rent Relief Program
500 Bi-County Blvd., Suite #300
Farmingdale, NY 11735.

정해진 10 일 이내(주말 포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체 부자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COVID 렌탈 구제 프로그램 (COVID Rental Relief Program)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33) 499-0318.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이 편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cr.ny.gov/RRP.
中國 - 傳統 / Русский / Kreyòl ayisyen / 한국어/ বাংলা

감사합니다.
NY COVID-19 Rental Relie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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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항목에 대한 설명

다음은 COVID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청 1: COVID 이전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설명: 2020 년 3 월 1 일 이전에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가구 소득과 가구 인원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3 월 1 일 이전에 전체 가구 소득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각
성인 가구 구성원에게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W-2, 임금 및 세금 보고서;



3/1/20 이전에 작성된 급여 명세서;



성인 가족 구성원의 고용주가 서명한 급여 편지;



가장 최근 (2019) 연방 또는 뉴욕 주 세금 환급 증명서;



소득 증명; 또는



NYS HCR 에 보내는 소득 관련 다른 형태의 증명서.

요청 2: COVID 후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설명: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가구 소득과 가구 인원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4 월 1 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최소 1 포인트 이상 소득을 기록해야 합니다. 각 성인 가구
구성원에 대한 허용 가능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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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임금 및 세금 보고서;



3/1/20 이전에 작성된 급여 명세서;



성인 가족 구성원의 고용주가 서명한 급여 편지;



가장 최근 (2019) 연방 또는 뉴욕 주 세금 환급 증명서;



소득 증명; 또는



NYS HCR 에 보내는 소득 관련 다른 형태의 증명서



신청자가 4 월 1 일 이후 한 달 동안 가구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소득
확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프로그램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cr.ny.gov/RRP)

요청 3: 소득 손실이 분명하지 않음
설명: COVID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2020 년 4 월부터 2020 년 7 월까지 월소득이
2020 년 3 월 1 일 이전 보다 줄어든 가구를 지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청자는 COVID 이후 소득이 COVID 이전 소득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청 4: ID 신분 확인이 불충분 합니다
설명: 신청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현재 유효하거나 2020 년 3 월 1 일 이후에 만료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2020 년 3 월 1 일 이후에 만료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DMV
요건에 따라 최대 6 점을 추가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nysdmv.standard-license-and-permit-document-guide.sgizmo.com/s3

요청 5: 기본 거주지가 뉴욕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명: 뉴욕 거주가 표기된 신분증과 뉴욕에 렌트하고 있는 임대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청 6: 임대 상황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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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청자는 임대 계약서와 매월 임대료 납부 명세서 혹은 세입자 임대 증명(포털에서 사용
가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 7: 신청자는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임대료로 지불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가구가 서명한 임대계약서



월 임대료 지불 의무 문서 (2020 년 3 월 1 일 이전에 렌트비로 냈던 수표
사본 및 신청자가 서명한 임대증명 )

요청 8: COVID 이전 임대료 부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명: 신청자는 COVID 이전에 월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월 임대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임대료가 COVID 이전 소득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확장된 임대료 증명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프로그램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cr.ny.gov/RRP)

요청 9: COVID 이후 임대료 부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명: 신청자는 월 임대료가 3/1/20 이후 월소득의 30%를 초과했으며 임대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요청 10: 집주인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명: 신청자는 집주인의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11: 제출하신 정보가 주 정부 실업 수당 혜택(Unemployment Benefit)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뉴욕 주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에 등록된 정보와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세대 구성원은 COVID 기간 동안 발생한 실업 사실을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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