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지원 요청 프로그램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성공적으로 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COVID-19 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임대료, 융자금, 공과금, 수도요금, 전화 요금 및 인터넷 요금
지불을 지원하는 일회성 가계 고지서 지불금(최대 $15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지원 요청 프로그램은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가 지원하며 자금이 이용 가능한 한 계속 지원될 것입니다.

해당 자격을 얻거나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COVID-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식별이 된 사람들은, 5 일 이내에 킹 카운티 접촉 추적자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해당 자격 결정을 위한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언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이나 시민권 요건은 없습니다. 해당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
•

재정적 필요를 나타냅니다.
최근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식별됩니다.

•
•
•

격리 또는 자가격리 중이어야 합니다.
킹 카운티에 거주합니다.
이미 월 청구액을 충당하는 다른 연방 또는 지역 혜택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진행 과정
•
•
•
•
•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들은 킹 카운티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와 연결된 후 7 일 이내에 청구서 사본을 공중 보건국시애틀 & 킹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킹 카운티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는 신청자분들의 서류 제출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불금은 각 청구서를 발급한 공급 업체에 직접 지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임대료, 융자금, 공과금, 수도요금, 전화 요금 및 인터넷 요금을 지불합니다. 격월 주기의 청구서도 전액
지불됩니다.
자금은 신용 카드, 의료비, 자동차 융자금, 보험금 또는 세금 납부금 또는 한달 분량을 초과하거나 연체된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및 격리
COVID-19 확진자나 COVID-19 증상을 보이며 검사 결과가 보류중인 개인들은 다른 일반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고 COVID-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또는 격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킹 카운티 의료
담당관이 발행한 자가격리 지시 및 격리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접촉자 추적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확진자에게 노출된 경우, 접촉 추적자로 알려진 보건 조사관이 연락하여 질병이 시작된 시기와
누구에게 노출하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귀하와 협력하여, 귀하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게 예방 조치 방법과 무료 검사 장소를 알리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접촉자 추적 과정(영문 전용)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