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United Way 몬터레이 카운티 지부는 몬터레이 
카운티와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 임차인 및 당장 거주지를 잃을 
위험에 처했거나 임대료가 체납된 임차인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2020년 4월 1일 수요일부터 발생한 체납 

임대료 또는 공과금. 
· 최대 3개월 치 선납 임대료 및 공과금.

프로그램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대료 지원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임차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력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차인 1명당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액은 최대 
12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자격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최대 3개월까지  
선납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선납 이전에 기 체납된 임대료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인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신분증
·  W9 및 임대료 지원금 수령 계좌 정보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itedwaymcca.org/county-rent-and-utility

United Way
Monterey County

http://unitedwaymcca.org/county-rent-and-utility


임대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ited Way 몬터레이 카운티 지부는 몬터레이 
카운티와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몬터레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임차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 공식 또는 비공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 수입이 몬터레이 카운티 지역 평균 소득(AMI)의 80%  

이하인 경우.
본 프로그램은 AMI의 50% 이하인 저소득 임차인 및 당장 거주지를 잃을 위험에 
처했거나 임대료가 체납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차인 1명당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액은 최대 12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자격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최대 3개월까지 선납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선납 이전에 기 체납된 임대료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35,600

$40,700

$45,800

$50,850

$54,950

$59,000

$56,950

$65,100

$73,250

$81,350 

$87,900

$94,400

필요 서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수입이  

감소 또는 손실되어 주거 또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함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명(2020년 세금 신고서, 최근 급여 명세서, W-2, 
은행거래내역서, 실업 급여/수당 증명,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 시간 단축 통지서)

· 세대주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포함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발행 국가 무관)

· 임대료 납부 고지서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itedwaymcca.org/county-rent-and-utility
또는 MCRentHelp.com

가족 구성원 수 AMI 50% AMI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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