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납부 혹은 퇴거 15일 통지 신규 건(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주 공지 - 퇴거 방지를 위한 귀하의 의무. 귀하께서 COVID-19로 인하여 본 

통지서의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면,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진행: 고지서와 함께 포함된 신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서 서명 및 

반송 절차를 진행하셨더라도 다시 진행 바랍니다. 기록을 위해 본 서명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보관하십시오. 

2021년 9월 30일 이전: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9월 30일 사이 미납분의 최소 

25%를 귀하의 임대인에게 지불하십시오. 본 지급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나머지 임대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지만, 

귀하께서 2021년 9월 30일까지 2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임대인은 

나머지 비용 미납부로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권리 보호 및 추후 발생할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기지불 금액 및 미지불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서두르십시오: 임대료 지원 신청하기! 캘리포니아 COVID-19 구제 계획의 

일환으로, 임대료나 공공요금 체납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혹은 공공요금 체납 중이라면, 즉시 임대료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비용은 무료이며 

지원도 간단합니다. 시민권이나 이민자 신분과 무관하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1-833-430-2122로 전화하시거나, HousingisKey.com을 지금 

바로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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