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리 부서: 

플러튼 시 

신청서 필수 서류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십시오: 

 

1. 신청서 작성 및 서명 

2. 신청자의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3. 신청자의 2019 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 또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2018 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 

(https://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4. 18 세 이상의 신청자 외 모든 가구 구성원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첫 페이지 

5. 현재 임대/렌트/리스 계약서 사본 

6. 임대 지연/연체 증명 

7. 임금 감소를 증명하는 실업 수당 통지서 또는 고용주 해고서면 통지 

8. 자산 계정 내역서 사본: 체킹, 저축, 적금, 주식, 채권, 401K, IRA 등 (해당 경우) 

9. 풀 타임 학생 – 최소 12 학점 등록 증명 

 

 



2 

 

 

신청자 / 가구주 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집코드(Zip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구 인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택 단위의 침실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중신청자의 수입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표시하십시오.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십시오. 

  
  실업 

  근무시간 단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아픈 가족 돌봄으로근무시간 단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자녀 보육으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근무시간 단축 

 

가구 소득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서술하십시오. 

nal space is needed, please attach a separat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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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사용하여 18 세 이상의 모든 각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십시오. 모든 가구 

구성원의 3 개월의 현재 소득 서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선명하게 표시 또는 입력하십시오.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첨부하십시오.  

성함 
가구주와 

관계 
나이 

풀 타임 

학생 

(예/아니오) 

총 월간 

소득 

소득원  

(임금, SSI, SSD, TANF, 

장애, 연금, 퇴직 등.)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가계 수입 감소로 연기 된 임대료를 서술하십시오. 현재 임대/렌트/리스 

계약서 사본, 임대 연기 요청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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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계 정보: 

다음 정보는 기밀로 유지 되며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집계 데이터로만 사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의 유무는 

선택 사항이며 임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평가하는 데 사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정보: 

인종 

  백인     

  흑인 또는 아프리가계 미국인  

  흑인 또는 아프리가계 미국인 & 백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 백인  

  아시안   

  아시안 & 백인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원주민   

  기타 

성별    

 여성   남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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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이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신청자는 다음 진술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인증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는가구 소득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미쳤습니다. 

  신청자의 가구는수입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임대료/렌트비를 연기했습니다. 

  신청자는 완전한 가구 및 소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본인은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제공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올바른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 및 위증을 

선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fill_1: 
	fill_2: 
	fill_3: 
	fill_4: 
	fill_5: 
	fill_6: 
	fill_7: 
	fill_8: 
	fill_9: 
	toggle_1: Off
	toggle_2: Off
	toggle_3: Off
	toggle_4: Off
	toggle_5: Off
	undefined_2: 
	fill_1_2: 
	fill_2_2: 
	fill_3_2: 
	fill_4_2: 
	fill_5_2: 
	fill_6_2: 
	fill_7_2: 
	fill_8_2: 
	fill_9_2: 
	fill_10: 
	fill_11: 
	fill_12: 
	fill_13: 
	fill_14: 
	fill_15: 
	fill_16: 
	fill_17: 
	fill_18: 
	fill_19: 
	fill_20: 
	fill_21: 
	fill_22: 
	fill_23: 
	fill_24: 
	fill_25: 
	fill_26: 
	fill_27: 
	fill_28: 
	fill_29: 
	fill_30: 
	fill_31: 
	fill_32: 
	fill_33: 
	fill_34: 
	fill_35: 
	fill_36: 
	fill_37: 
	fill_38: 
	fill_39: 
	fill_40: 
	fill_41: 
	fill_42: 
	undefined_3: 
	toggle_1_2: Off
	toggle_2_2: Off
	toggle_3_2: Off
	toggle_4_2: Off
	toggle_5_2: Off
	toggle_6: Off
	toggle_7: Off
	toggle_8: Off
	toggle_9: Off
	toggle_10: Off
	toggle_11: Off
	toggle_12: Off
	toggle_13: Off
	toggle_1_3: Off
	toggle_2_3: Off
	toggle_3_3: Off
	fill_2_3: 
	fill_4_3: 
	fill_3_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