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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Fairfax 카운티는 COVID-19 팬데믹의 재정적 타격을 입은 임차인에게 긴급 임대료 지원(ERA)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 및 연체 자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임차인 체크리스트 및 임대인 체크리스트는 아랍어, 암하라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한국어, 

스페인어, 우르두어 및 베트남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지원금은 자격 요건에 기반하여 제공됩니다.  
 

자격 기준 
 

• COVID-19로 인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했거나, 큰 비용을 

지출했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음. 

• 노숙을 해야 하거나 주택의 불안정한 위험한 상태가 입증됨. 

• 총 가구소득이 해당 지역의 소득 중간값의 80% 이하임. 

• 가구의 임대료가 공정 시장 임대료의 150% 이하여야 함 

• 최대 15개월까지 지원 가능.  

자격 기준 및 문서 등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퇴거 예방 리소스를 방문하십시오.  
 
 

긴급 임대료 지원 평가에 대해 알아야 할 6가지 사항 

1. 이민 신분은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2. 구비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차용 또는 임대차 계약 및 소득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3. 이전에 자금을 받은 주민도 여전히 ERA 리소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실직 상태인 주민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정 서비스 계획(CSP)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주민이 직원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추가 

직원 및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6. CSP 전문가는 다양한 언어로 주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퇴거 예방 리소스 

• 자기 자신 또는 가구에 대한 임대료 또는 기타 긴급 지원을 구하는 주민의 경우,  

703-222-0880, TTY 711로 조정 서비스 계획에 전화해 주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료 지원을 구하는 임대인의 경우, Fairfax 카운티 임대인 포털을 

방문하십시오.  부동산이 Fairfax 카운티 있지 않은 경우, Virginia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을 

방문하십시오.  

• 어려움에 처한 경우 재정 및 의료 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Virginia 빈곤법 센터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833-NOEVICT(833-663-8428)로 퇴거 도움전화를 

제공합니다. 

• 북부 Virginia 법률 서비스는 COVID-19 동안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703-778-6800로 연락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humanservices/sites/health-humanservices/files/assets/documents/eviction/tenant%20checklist_en.pdf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humanservices/sites/health-humanservices/files/assets/documents/eviction/landlord%20checklist_en.pdf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humanservices/eviction-prevention
https://www.fairfaxcounty.gov/neighborhood-community-services/coordinated-services-planning
https://hhsncs.powerappsportals.us/
https://hhsncs.powerappsportals.us/
https://www.vhda.com/Renters/Pages/renters.aspx
https://www.vhda.com/Renters/Pages/renters.aspx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financial-and-medical/apply
https://vplc.org/advocacy/economic-justice/housing-law/
https://vplc.org/advocacy/economic-justice/housing-law/
http://www.lsnv.org/coronavirus-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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