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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퇴거 예방을 위해 North Sound 211을 통해 자격 심사를 실시합니다.

워싱턴주 Snohomish 카운티, 2021년 19월 – Snohomish County는 미국 서부 워싱턴
자원봉사자(Volunteers of America Western Washington) 및 주요 파트너 단체들과 협력하여 현재
Snohomish 카운티의 새로운 긴급 임대료 지원(Emergency Rental Assistance, ERA)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RA는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를 통해 관리되는 긴급 임대료 지원법(Emergency
Rental Assistance Act)을 포함하는 2021년 연방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1)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ERA에서는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가구에 대한 연체
임대료, 현재 및 향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ERA는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소득 손실 또는 주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로
타격을 입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Snohomish 카운티의 다수 가구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며 퇴거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살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금 지원으로 모든 임대료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nohomish 카운티 행정관 Dave Somers는 "카운티 전역의 수많은 가족들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연방 기금을 통해 주민들이 살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고충이 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및 독신 가구 주민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에 복귀하고, 보육 지원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지장이 되는 기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택 안정성은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에 핵심 요소이며, 팬데믹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Snohomish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주택 지원이 필요합니다.
Snohomish 카운티 의회 의장 Stephanie Wright는 "의회 대표단이 팬데믹 동안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 지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팬데믹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구 소득이 지역 평균 소득의 80% 이하로, 임대료 지불 능력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COVID-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노숙 상태 또는 현재 주택 불안정의
위험에 처한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우선 지원

•

현재 실업 상태이며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90일간 실업 상태였던 개인이 1명 이상인
가구 우선 지원

Snohomish 카운티는 미 재무부 및 워싱턴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로부터 ERA를 받게
됩니다. 두 ERA 자금 출처 모두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관리하며 North Sound 211을 통해
제공됩니다. 지역사회 파트너는 건물주들과 협력하고 지원 대상 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