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COVID-19) 때문에 집세를 
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버지니아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버지니아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 RRP)을 통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을 하면 (또는 집주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까지 연체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수령할 수 있고, 향후 최대 3
개월까지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어 주거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총 보조금은 가구당 총 15개월 분의 임대료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명(예: 급여 명세표, 은행 명세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사회 보장 문서, 연금)

V유효한 임대 또는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에 대한 기타 
문서

임대 원장(元帳, 집주인이 제공)

완료된 신청서 및 계약서 

버지니아 W-9

버지니아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은 버지니아 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관리합니다. 버지니아 하우징은 집주인이 신청해야지 주는 보조금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hcd.virginia.gov/rr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인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는 직접 신청하십시오. DHCD 
웹사이트에서 시작하기:  
dhcd.virginia.gov/eligibility

더 알아보기 ＆ 신청하기:

A P P LY

자격 요건
버지니아 RRP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임대 계약자 명의의 유효한 임대 계약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확인하는 기타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신청 시 해당 단위에 거주하는 이

공정 시장 임대료 기준 150%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이

총가구소득이 중위소득영역의 80% 이하인 가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 해고된 경우
 � 회사가 폐업된 경우
 � 업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 배우자/자녀 부양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COVID-19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원거리 학습/어린이집 또는 학교 휴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
 � COVID-19로 인해 보육료, 의료비 등이 증가한 

경우
 � COVID-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다닐 수 없는 
경우

http://dhcd.virginia.gov/rrp
https://dmz1.dhcd.virginia.gov/RMRPEligibility/
https://www.vhda.com/BusinessPartners/PropertyOwnersManagers/RMRPDocuments/150Percent-FMR-by-UnitSize-n-Locality.pdf
https://www.vhda.com/BusinessPartners/PropertyOwnersManagers/RMRPDocuments/80Percent-AMI-by-HouseholdSize-n-Locality.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