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위한 공고:
COVID-19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2단계
등록 기간이 3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CVERAP 2단계
COVID-19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CVERAP) 2단계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가구에 임시적인 임대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첨에 들어가려면 예비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귀하의 예비 신청서가 컴퓨터 추첨 절차를 통해 선정된 경우, DCA 직원이 귀하에게 연락하여 정식 신청서
를 작성하도록 알려드립니다. 참고: 예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자 확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승인되고 임대주로부터 필요한 증명서류를 받은 후에 지역사회부(DCA)가 임대주에게 직접 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뉴저지 지역사회부 CVERAP 2단계
등록 기간은 2021년 3월 22일(월요일) 오전 9:00(동부 표준시)부터 시작됩니다. 가용 자금이
모두 배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에 609-490-4550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청 방법:
• DCA의 다음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하십시오.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컴퓨터, 랩톱,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당 단 1개의 신청서만 허용됩니다. 중복 신청서는 거부될 것입니다.
•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신청 절차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가구 구성원 각각의 이름, 생년월일, 소득 정보; 임대주 정보; 받은 현재 또는 이전 주택 지
원; 아래에 명시된 자격 기준 요건을 귀하가 충족시킴을 나타내는 증명; 임대 계약서; 그리고 체납 임대
료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2단계
등록 기간이 3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귀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COVID-19 대유행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해 실업 수당 수혜 자격이 있거나 가구소득 감소를 겪고 있
거나 큰 비용이 발생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리고
• 주택 불안정을 겪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음을 입증,
그리고
•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임, 그리고
• 18세 이상(또는 자립 미성년자)이며 뉴저지 거주자임,
그리고
• 현재 뉴저지에서 임대하고 있음, 그리고
• 다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공공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

귀하는 체납 임대료 및 향후 임대료
를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
대 12개월까지 긴급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
다. 귀하가 ERAP 지원을 이미 받았지
만 추가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고 최
대 12개월의 긴급 임대료 지원(1단계
ERAP 포함)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COVID-19 영향을 3개월에 한 번
재증명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사회부는 장애인, 영어 외 언어 구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사례별로 제공하며, 장애인 및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가구가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배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지역사회부(DCA) 신청자 서비스과에 609-490-4550으로 전화하십시오.
DCA의 온라인 CVERAP 포털 https://njdca.onlinepha.com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