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지원 정보

류 시의원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기타 용무가 있으신 분은 류 시의원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david.ryu@lacity.org, (213) 473-7004.

COVID-19 정보 - corona-virus.la - 213-978-1028
세입자 법률 상담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 - hcidla.lacity.org - (866) 557-7368
Bet Tzedek Legal Services - bettzedek.org - (323) 939 - 0506
Coalition for Economic Survival - cesinaction.org - (213) 252 - 4411
Housing Rights Center of Los Angeles - housingrightscenter.org - (800) 477- 5977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 lafla.org - (800) 399 - 4529
Neighborhood Legal Services of Los Angeles County - nlsla.org - (800) 433 - 6251
City RSO/Renter Protections - davidryu.lacity.org/tenantsrights

렌트 & 강제퇴거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 - hcidla.lacity.org/covid-19-renterprotections - (866) 557-7368
• COVID-19 사태 기간에는 렌트비 미납 이유로 강제퇴거 당할 수 없습니다. 렌트 납부일 7일 전에COVID-19 로
인하여 렌트비를 납부할 수 없음을 집주인에게 글로 알려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은행 statement또는 pay stub (급여명세서) 등 증명 서류를 보내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새 렌트 동의서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12개월 이내에 모든 밀린 렌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LA 시 세입자 보호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 - hcidla.lacity.org/RSO-Overview - (866)
557-7368

•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COVID-19 비상사태 기간과 비상사태 종료 3개월
동안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RSO 는 1978년 이전에 건축된 레지덴셜 건물에 해당됩니다. 온라인으로 RSO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cidla.lacity.org/Is-My-Rental-Unit-Subject-to-the-RSO

수도세 & 전기세

LADWP - ladwp.com/financialassistance - (800) 342-5397
• LADWP: COVID-19 피해로 인하여 유틸리티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끊기지 않을 것.

실업급여, 유급가족휴가, 장애보험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EDD) - edd.ca.gov/claims.htm - (800) 300-5616
•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근로시간이 축소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
• 아프거나 COVID-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 신청
•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유급가족휴가 (Paid Family Leave) 신청

COVID-19 지원 정보

류 시의원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식료품 지원 및 배달

LA 지역 푸드뱅크 - lafoodbank.org - (323) 234-3030
• 여러 위치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엔젤 푸드 - projectangelfood.org - (323) 845-1800
•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음식 배달.
LA 시 노인복지관 식료품 지원 - aging.lacity.org/seniormeals - (213) 482-7252
• 노인층과 위한 음식 배달 (8 AM - 5 PM).
LA 카운티 노인복지관 (WDACS) - wdacs.lacounty.gov/programs/aaa/enp - (800) 510-2020
• 무료 식료품 배달.

개인 & 비즈니스 대출

연방정부 대출 지원 정리 - ewddlacity.com/index.php/lacarescorps
LA 시 소액 융자 프로그램 - ewddlacity.com/index.php/microloan-program - (213) 744-7130
SBA (중소기업청) 재난 지원 - sba.gov/disaster-assistance/coronavirus-covid-19 - (800) 659-2955
LA 카운티 재난 지원 센터 - lacountyhelpcenter.org - disasterhelpcenter@lacounty.gov (833) 238-4450

유태인 무료 융자 - www.jfla.org -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무수수료 & 무이자 융자.

의료 보험

Covered California & Medi-Cal - coveredca.com - (800) 300-1506
• 무료 또는 저가 의료 보험.

LA 시 구인구직 정보

LA Jobs Portal - lajobsportal.org

LA 통합교육구 지원

LAUSD Grab and Go - achieve.lausd.net/resources
• Grab and Go: 주 7일 아동 식료품 지원.

소득세 & 재산세

국세청 (IRS) - www.irs.gov - (800) 829-1040 - 세금납부일은 7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재산세 - ttc.lacounty.gov - (213) 974-2111- 지체료 면제 요청.

자원봉사

독거노인 봉사 (전화) - app.monami.io/phone-bank/welcome - (213) 473-7004
세입자 보호 (전화) - bit.ly/cd4volunteer - (213) 473-7004
LA 적십자 - redcross.org/local/california/los-angeles - (800) 733-2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