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신청서는 어디에 있나요?
귀하의 신청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언제든지 로그인하십시오. 
신청서 제출 후 받은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신청서 작성 진행 중 귀하가 신청서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작성 완료 및 심사를 위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됨 귀하는 심사를 위해 신청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심사 중 사례 관리자가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 
고 있습니다. 

신청서 정보 계류 중 귀하의 신청서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누락된 정보를 검토하고 제출하십시오.

승인됨:
집주인 완료 때까지 계류

귀하의 사례 관리자가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집주인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불참 
을 결정해야 합니다.

질적 관리(QC) 팀에 제출됨 귀하의 사례 관리자가 귀하의 신청서를 승인하였으며 질적 관 
리(QC) 팀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질적 관리(QC) 팀에서 검토 중 질적 관리(QC) 팀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귀하의 자격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인됨: 지불금 계류 중 질적 관리(QC) 팀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불을 승인하 
였습니다. 

승인됨: 지불금 제출됨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에 더 이상의 수정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됨: 지불금 전송됨
귀하의 포털에는 추가적인 상태 표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은 가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콜센터인 833-430-2122로 전화하세요.

HousingIsKey.com | 833-43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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