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임차료 보조 신청서 제출에 사용했던 이메일에 로그인하세요. 당신에게 ERAP 지불 통지서 또는 거부 통지
서를 이의제기 절차 개시용 웹사이트 링크와 함께 발송할 것입니다.

이의제기 로드맵
 

캘리포니아 긴급 임차료 보조 프로그램(ERAP)은 세입자 그리고/또는 지주/소유자에게 제출한 신청서에 대
한 프로그램의 결정입니다. 카운티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ERAP 지급 통지 또는 거부 통지를 받은 이후, CA COVID-19 임차료 보조 이의제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회
성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달력 기준 30일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저희 콜센터에 연락 바랍니다: 833-430-2122. 이의제기 제출에서 도움 요청이 필요하거나
언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곳으로 전화 바랍니다: 833-687-0967.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www.HousingIsKey.com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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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COVID-19 임차료 보조 이의제기 시스템 링크에 접근하세요

당신의 이메일로 발송된 ERAP 결정서를 살펴보십시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예를 들자면 받았던 금
액에 대한 것 또는 당신의 신청이 거부된다면) 이의제기 제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CA COVID-19
임차료 보조 이의제기 시스템" 링크에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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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시스템에 당신의 정보를 등록하세요

임차료 보조 신청 때 로그인에 사용했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당신의 신청서 케이스 ID를 입력하세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한 다음 "로그인"에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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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를 하고싶은 이유를 선택하고 상자 안에 당신의 항변 이유를 언급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이곳에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를 클릭한 다음 "선택 파일 업로드"에 클릭하세요.
당신의 이의제기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최대 5개까지 업로드하세요.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신의 이의제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새로운 문서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도록 권유합니
다.

질문 다음에 있는 네모에 클릭하세요: “당신은 이의제기를 하는 신청자입니까?"
상자 안에 당신의 전체 이름을 입력하고, 선 위에서 당신의 전체 이름으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을 다시 사기 위해 먼저 했던 서명을 지우고 싶다면, "서명 지우기" 버튼에 클릭하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정보가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제출에 클릭하세요.

환영 이메일을 받아서 이의제기 요청을 완성하세요

당신은 이의제기 양식에 접근 가능한 링크를 받을 것입니다. "이의제기 양식 접근을 위해 이곳에 클릭하세
요" 링크에 클릭하세요. 모든 문서작성과 정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6

당신의 신청인 서명을 제출하세요.7

이의제기 제출 확인 이메일을 받으세요

당신은 이의제기 요청에서 제출했던 정보를 포함하여, 이메일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을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각 이의제기는 고유하게 다르며 더 이상 걸릴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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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분은 미국 재무부가 캘리포니아 주에 교부하는 연방 교부 번호 
ERA0003과 ERAE0060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승인서 받기

당신의 이메일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하세요.

4




Accessibility Report


		Filename: 

		appeals_roadmap_ko_2022.pdf




		Report created by: 

		

		Organization: 

		




[Enter personal and organization information through the Preferences > Identity dialog.]


Summary


The checker found no problems in this document.


		Needs manual check: 2

		Passed manually: 0

		Failed manually: 0

		Skipped: 0

		Passed: 30

		Failed: 0




Detailed Report


		Documen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Accessibility permission flag		Passed		Accessibility permission flag must be set

		Image-only PDF		Passed		Document is not image-only PDF

		Tagged PDF		Passed		Document is tagged PDF

		Logical Reading Order		Needs manual check		Document structure provides a logical reading order

		Primary language		Passed		Text language is specified

		Title		Passed		Document title is showing in title bar

		Bookmarks		Passed		Bookmarks are present in large documents

		Color contrast		Needs manual check		Document has appropriate color contrast

		Page Conten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Tagged content		Passed		All page content is tagged

		Tagged annotations		Passed		All annotations are tagged

		Tab order		Passed		Tab order is consistent with structure order

		Character encoding		Passed		Reliable character encoding is provided

		Tagged multimedia		Passed		All multimedia objects are tagged

		Screen flicker		Passed		Page will not cause screen flicker

		Scripts		Passed		No inaccessible scripts

		Timed responses		Passed		Page does not require timed responses

		Navigation links		Passed		Navigation links are not repetitive

		Form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Tagged form fields		Passed		All form fields are tagged

		Field descriptions		Passed		All form fields have description

		Alternate Tex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Figures alternate text		Passed		Figures require alternate text

		Nested alternate text		Passed		Alternate text that will never be read

		Associated with content		Passed		Alternate text must be associated with some content

		Hides annotation		Passed		Alternate text should not hide annotation

		Other elements alternate text		Passed		Other elements that require alternate text

		Table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Rows		Passed		TR must be a child of Table, THead, TBody, or TFoot

		TH and TD		Passed		TH and TD must be children of TR

		Headers		Passed		Tables should have headers

		Regularity		Passed		Tables must contain the same number of columns in each row and rows in each column

		Summary		Passed		Tables must have a summary

		List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List items		Passed		LI must be a child of L

		Lbl and LBody		Passed		Lbl and LBody must be children of LI

		Heading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Appropriate nesting		Passed		Appropriate nesting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