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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자원 가이드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에 가족을 돌보기 위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정부 프로그램들이 대상 자격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Washington Connection에서 본 질문서를 작성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주 프로그램 목록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찾고 계신 경우, 아래 섹션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관련 자료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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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실직하신 분들은 WA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워싱턴 주 

고용안보부) 웹사이트에서 가장 신속하게 실업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실직한 

분들은 자영업이거나 일반적인 요건인 68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 자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Lyft 

및 Uber 직원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1주일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 패키지를 통해 7월 31일까지 매주 실업 수당이 $600 더 인상되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ESDWA). 

• 사회보장번호. 연방법에 따라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 최종 고용인의 이름 및 주소. 근무 기간이나 업무 유형은 상관없습니다. 

• 최종 고용처에서의 마지막 근무일. 본 시스템은 미래의 날짜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아직 근무 중인 

경우에는 신청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년간 귀하가 근무했던 다른 고용인들의 이름 및 주소. 지난 2년간 근무했던 고용인들의 전체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에는 최대 16명의 고용인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고용인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모든 고용처에서의 근무기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이 정보는 고용인이 보고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귀하의 임금 및 근무시간만 보고합니다. 

• 보통 노조를 통해 업무를 받는 경우, 노조 이름 및 지역번호. 

• 지난 2년간 군복무를 한 경우, 귀하의 DD214, 군복무증 2 ~ 8. 

• 지난 2년간 연방 정부에서 근무한 경우, 표준 양식 8(SF8) - 연방 직원에 대한 실업보험 고지 및 표준 

양식 50(SF50) - 인사 처리 고지는 필수 제출 사항은 아니지만 제출 시 더욱 신속한 청구 처리가 

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 이민국(USCIS)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번호.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했다면, 여기(https://secure.esd.wa.gov/home/)에서 신청하세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Unemployment Law Project(실업법 관련 프로젝트) 팀이 무료 법무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206-441-9178번으로 전화하세요. 모든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http://unemploymentlawproject.org/covid-19/) 

  

https://esd.wa.gov/unemployment/have-this-information-ready
https://secure.esd.wa.gov/home/
https://secure.esd.wa.gov/home/
http://unemploymentlawproject.org/covid-19/
http://unemploymentlawproject.org/covid-19/
http://unemploymentlawproject.or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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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금 및 임대료 

팬데믹으로 해당 월 임대료나 융자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건물주나 대출 기관에 즉시 연락하세요. 다수의 

대출 기관들이 주택소유주의 융자금 지불을 연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퇴거 집행유예 - Inslee 주지사는 4월 17일까지 워싱턴 주 전역의 퇴거 집행유예를 촉구하였습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임대주는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퇴거 집행유예 선언으로 인해 

임대주들은 "세입자나 기타 개인의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전 사전 퇴거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기관은 퇴거 명령 조치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주지사 사무실) 

주택 상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 Catholic Community Services - (206) 323-6336 - (https://ccsww.org/gethelp/housing/) 

• El Centro De La Raza - (206) 329-0786 -(http://www.elcentrodelaraza.org/get-help/housing-economic-
development/)  

• Washington Homeownership Hotline - (877) 894-4663 -. (https://dfi.wa.gov/homeownership) 

• Saint Vincent de Paul Financial Assistance - (206) 767-6449 - (https://svdpseattle.org/get-help/online-help-
request-form/)  

• World Relief Seattle - (253) 277-1121 -(https://worldreliefseattle.org/)  

• Men’s homeless shelter -켄트, 렌턴, 페더럴 웨이에서 운영. Catholic Community Services SKC Shelter 

services를 통해 접수(253) 854-0077 (https://ccsww.org/get-help/shelter-homeless-services/) 
 

• King County Women’s Winter shelter - YWCA Angeline’s 2030 3rd Ave Seattle (between Lenora and Virginia). 

여성분들은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 Women’s Referral Center에서 등록하세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직접 들르시거나 (206) 436-8650번으로 전화하세요. 
 

• Hospitality House- 무자녀 독신 여성 지원 at 16003 14th Ave SW, Lake Burien Presbyterian Church. 
Screenings at (206) 242-1860 (https://hospitalityhousesouthking.org) 
 

• REACH Center-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주간 쉼터(일부는 가족 숙박 쉼터) 1055 S Grady Way- P2, (425) 277-

7594, 주간 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됩니다. REACH는 식사, 의복, 

세탁 및 샤워 시설을 제공합니다. (https://www.reachrenton.org) 
 

• Youth Housing Connection for Homeless Young Adults 18-25 - 방문 일시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방문 

예약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206) 328-5796번으로 전화하세요.  
 

• Family Housing Connection 주거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가족 지원. 2-1-1번 

또는 1-800-621-4636번. 말 그대로 거리 또는 차량에서 거주하는 가족이 해당됩니다. 모텔에서 

숙박하거나 방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Tent Cities - Seattle (206) 399-0412 -전화로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세요. 남성, 여성, 커플을 위한 

셀프 관리 야외 캠프장. 장소는 순번대로 교대 제공됩니다.  

현재 임대주와 관련된 지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Tenants Union (206) 723-0500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0-19%20-%20COVID-19%20Moratorium%20on%20Evictions%20%28tmp%29.pdf
https://ccsww.org/get-help/housing/
https://ccsww.org/
https://ccsww.org/gethelp/housing/
http://www.elcentrodelaraza.org/get-help/housing-economic-development/
http://www.elcentrodelaraza.org/get-help/housing-economic-development/
http://www.elcentrodelaraza.org/get-help/housing-economic-development/
https://dfi.wa.gov/homeownership
https://dfi.wa.gov/homeownership
https://svdpseattle.org/get-help/online-help-request-form/
https://svdpseattle.org/get-help/online-help-request-form/
https://svdpseattle.org/get-help/online-help-request-form/
https://worldreliefseattle.org/
https://worldreliefseattle.org/
https://ccsww.org/get-help/shelter-homeless-services/
https://hospitalityhousesouthking.org/
https://www.reachrent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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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원 요청을 위해 누구에게 전화하면 되나요?→ 

2-1-1 

 

비상/임시 주택  
YMCA (shelter) 206-461-4882  
 
 

임대 지원 
Hope Line 425-869-6000 
Hope link (Eastside) 425-943-7555 
Solid Ground Tenant Services 206-694-6767 
Community Information 206-461-3200  
Housing & Essential Needs Programs 206-328-5755 
King County Crisis Clinic 1800-621-4636 or 206-461-3222 
Supportive Services for Veteran Families 206-545-2344 

Catholic Community Services: 206-323-6336 or  Emergency Assistance program 253-850-2523. 

 

더욱 방대한 시애틀 자원 목록은 여기를 확인. (https://tinyurl.com/uopjdql)  

더욱 방대한 주 자원 목록은 여기를 확인. (https://tinyurl.com/w4anaa5)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csww.org%2Fget-help%2Fshelter-homeless-services%2Femergency-assistance%2F&data=02%7C01%7Csnegusse%40kingcounty.gov%7C37952f86256042ae811008d7e2ff6db1%7Cbae5059a76f049d7999672dfe95d69c7%7C0%7C1%7C637227459004608035&sdata=8XVPJowTaTo2jTrpfE4BdXVBFAJZ%2F3%2BP8ZqpHkNB54k%3D&reserved=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DaUCUoNSB5MGZCg_vRNVZZLv5rgCWmoElsq-48SsA/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oinX8MF1MyRjTaM7tvZrXmyy69p4oXQpcG-ZO8Up7M/edit?fbclid=IwAR2fza0T0pxhWFavYPWHIoc6mQaEeS51z3U7NHuV2jowrGBETHDhc4wE6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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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Inslee 주지사는 워싱턴 주의 모든 공공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기간 동안 요금 

미지불 시의 서비스 중단 면제, 실업 고객에 대한 연체료 면제, 고객에게 요금제 제안, 이 비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고객들을 위한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서비스 

• Snohomish Public Utility District는 이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425-783-1000번으로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https://www.snopud.com/Safety/covid19.ashx?p=3792)  

• Puget Sound Energy는 고객 서비스 중단 및 연체료를 면제하고 다음과 같이 자격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 포털을 운영합니다.(https://www.pse.com/pages/bill-and-

weatherization-assistance)  

• Seattle Public Utilities(SPU) 및 Seattle City Light(SCL)는 요금제 연기를 제안합니다.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시애틀 주민들은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고객들은 206-684-3000번으로 전화하거나 seattle.gov/utilities/about-us/email-question에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SPU 또는 SCL의 요금제 지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Tacoma Public Utilities - 시 의회는 주민들이 수도, 오수거, 우수 및 고형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업체에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 의회는 또한 타코마 공공서비스 업체들이 지원 자격 대상 가구를 확대하기 위한 Emergency 

Assistance Program(긴급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ytpu.org/emergencyassistance/)  

  

인터넷(광대역 및 와이파이) 

• Comcast - Comcast는 신규 인터넷 에센셜(Internet Essentials) 고객에게 두 달간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라우터와 함께 케이블 모뎀이 포함된 셀프 설치 키트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Xfinity Hotspots - 60일간, Xfinity 비구독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Xfinity 와이파이 핫스팟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든 고객들은 무제한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Comcast에 연락하여 

상황을 해명하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연결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CenturyLink - CenturyLink는 60일간 연체료를 면제하고 고객에게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AT&T - AT&T는 60일간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하고 연체료를 취소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AT&T는 Comcast와 마찬가지로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 무료 

접속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소비자 가정용 인터넷 유선 고객과 고정 요금제 무선 인터넷 고객은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Verizon- Verizon은 60일간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하고 연체료를 취소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T-Mobile - T-Mobile은 향후 60일간 현재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바일 핫스팟 사용자들에게는 추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Users/senayetnegusse/Downloads/od-003299%20(1)/en_ko/웹사이트를%20방문하세요
/Users/senayetnegusse/Downloads/od-003299%20(1)/en_ko/웹사이트를%20방문하세요
https://www.snopud.com/Safety/covid19.ashx?p=3792
https://www.pse.com/pages/bill-and-weatherization-assistance
https://www.pse.com/pages/bill-and-weatherization-assistance
https://www.pse.com/pages/bill-and-weatherization-assistance
https://www.pse.com/pages/bill-and-weatherization-assistance
https://www.mytpu.org/emergencyassistance/
https://www.mytpu.org/emergencyassistance/
https://www.mytpu.org/emergency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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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는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임시 현금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난민 및 이민자들은 프로그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TANF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자녀가 없는 세대도 포함되도록 Family Emergency Assistance Program(가족긴급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DSHS) 

 

TANF 대상 자격에 부합하려면, 가족 자산이 $6,0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당좌 및 보통예금계좌 

• 주식, 채권, 또는 뮤추얼 펀드 

• $10,000 이상의 차량 가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먼저 사전 심사 질문지에 참여하세요. 그 후 신청하려면, 양식을 작성하세요. 양식 

작성에는 약 60분, 심사에는 30-4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 질문지: https://tinyurl.com/v2tlx83  

신청: https://tinyurl.com/tuhfsgn  

 

다른 언어로 양식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언어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https://www.dshs.wa.gov/office-of-the-secretary/forms?field_number 

_value=14-001&title=)  
 

지역사회 현금 지원 프로그램 

•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 Fund - 가사노동자(예: 재택 간병인, 보모 및/또는 주택 청소부)의 

경우 본 기금을 통해 $400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https://membership.domesticworkers.org/coronavirus-care-fund/  

• One Fair Way Emergency Fund -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본 기금에서 현금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 can apply here: https://ofwemergencyfund.org/help  

• COVID-19 Financial Solidarity - PayPal, Venmo 또는 CashApp 계정이 있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 

https://tinyurl.com/tw9karv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자들은 여러분의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500 미만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The Plate Fund - 설거지 담당, 요리사, 서버, 바텐더, 푸드 트럭 직원, 카페 종업원을 포함하여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식음료 서비스 또는 레스토랑 근로자로서 COVID-19 위기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실직한 분들을 

위한 재정 지원. 더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본 긴급 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prescreening/home.go?action=Introduction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eapplication/home.go?action=Introduction&source=
https://tinyurl.com/v2tlx83
https://tinyurl.com/tuhfsgn
https://www.dshs.wa.gov/office-of-the-secretary/forms?field_number_value=14-001&title=
https://www.dshs.wa.gov/office-of-the-secretary/forms?field_number_value=14-001&title=
https://www.dshs.wa.gov/office-of-the-secretary/forms?field_number_value=14-001&title=
https://www.dshs.wa.gov/office-of-the-secretary/forms?field_number_value=14-001&title=
https://membership.domesticworkers.org/coronavirus-care-fund/
https://ofwemergencyfund.org/help
https://www.theplatefu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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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지원 

COVID-19 Mutual Aid Solidarity Network - 식품이나 기타 비품이 필요하며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양식 작성을 통해 문앞에 가져다 드리길 바라는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 주세요. 식료품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https://tinyurl.com/whspv2n) 

 

COVID-19 South King County and Eastside Mutual Aid - 식품이나 기타 비품이 필요하며 킹 카운티 남부 또는 

동부에 거주하시는 경우 양식 작성을 통해 문앞에 가져다 드리길 바라는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 식료품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tinyurl.com/ud8955o)  

 

공립학교 학생 대상 식량 지원 

학교들이 휴교 중임에도 불구하고, 킹 카운티 전반적으로 다수의 교육구들이 주중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가 제공되는 현장 정보는 현지 교육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FEEST Seattle FEEST 학교 학생 가족들을 위한 무료 식료품 지원 

Chief Sealth, Evergreen, Rainier Beach, Tyee 고등학교 학생 가족들은 자택으로 무료 식료품 배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쇼핑 목록, 연락처 및 배송 희망일을 온라인 양식을 통해 작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식료품 요청 

링크: https://www.feestseattle.org/grocery-delivery-for-feest-families/  

 

WA-BLOC Rainier Beach 지역사회 식량 지원 

WA-BLOC은 휴교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 시까지 Rainier Beach 커뮤니티 센터 

플라자에서 Rainier Beach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A-

BLOC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facebook.com/pg/wabloc/posts/?ref=page_internal)  

 

Northwest Harvest SODO Community Market 

Northwest Harvest SODO Community Market은 사전 포장된 농산물, 조리식품, 상온 보관 식료품을 바로 

문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시설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ODO Community Market은 4th Ave S & S Holgate St 모퉁이 근처 1915 4th Ave S의 시애틀 SODO 지역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위치 및 교통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https://www.northwestharvest.org/sodo-community-

market  

 

Meals on Wheels 

Meals on Wheels는 외출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집으로 무료 도시락을 배달해 드립니다.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식사 배달 1건당 $7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신청: https://www.tfaforms.com/4734393  

 
Food Lifeline  

가까운 푸드뱅크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에 우편번호 입력: https://foodlifeline.org/need-foo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bAX21UARi98rKKX6b6mpvpVHW4b63F2n2beJlHielcdU2Q/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zVouVJHJ2jRyrR90zDRr7iV-nPJZHjKBTKVYuobP29BZ5g/viewform
https://www.k12academics.com/national-directories/school-district/Washington/King
https://www.k12academics.com/national-directories/school-district/Washington/King
https://www.k12academics.com/national-directories/school-district/Washington/King
https://www.feestseattle.org/grocery-delivery-for-feest-families/
https://www.feestseattle.org/grocery-delivery-for-feest-families/
https://www.facebook.com/pg/wabloc/posts/?ref=page_internal
https://www.facebook.com/pg/wabloc/posts/?ref=page_internal
https://www.tfaforms.com/4734393
/Users/senayetnegusse/Downloads/od-003299%20(1)/en_ko/여기에%20우편번호%20입려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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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휴교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WA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워싱턴 주 사회보건 서비스부)가 몇 가지 자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Child Care Aware는 자택 및/또는 직장 근처의 보육 서비스를 찾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안 

보육 서비스 검색을 도와주는 지원 팀과 연락하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800-446-1114번으로 

전화하세요.(https://childcareawarewa.secure.force.com/providerupdate/CCAWAOnlineLookUp)  

 

워싱턴 주 가족, 친구 및 이웃 프로그램에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돕는 조부모, 이모/고모 및 

삼촌/이모부/고모부, 어르신,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가족은 육아 도우미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866-482-4325번으로 

전화하세요.(https://www.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childcare/ffn)  

 

학생 대상 무료 광대역 인터넷 - 학생들의 교내 학업 및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Altice는 모든 K-12 및 

대학생들에게 60일간 무료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신청: 

https://www.alticeusa.com/news/articles/feature/corporate/altice-usa-brings-free-broadband-k-12-and-college-students-

during-coronavirus-pandemic 

 
 

시애틀 시 필수 업종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보육 서비스 신청 양식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킹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필수 업종 근로자로서, 무료 긴급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Washington Family Center의 Child Care Aware(1-800-446-1114)로 전화하여 Family Center 직원을 통해 

접수서를 작성하세요.  접수 후에는 자원 전문가들이 가족의 필요에 부합하는 적합한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결해 드립니다. 고용 및/또는 주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참고: 빠른 처리를 위해 subsidy@childcare.org로 필수 증명 서류를 보내 주세요.  

고용인 증명: 피고용인 및 고용인 이름과 직장의 실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 직장 ID 배지 

• 서명란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직장 주소로부터 받은 이메일 

• 명함 또는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인 정보가 적힌 업무 일정 

 

서류는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피고용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봉투나 개인 연락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없거나 자택 주소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려 주세요. 다른 증명 방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본 목록에서 하나만 제출: 

o 공공서비스 요금 고지서(가스, 수도/쓰레기, 조명/전기, 케이블, 유선전화) 

o 자택/세입자 보험 

o 융자 서류 또는 본 목록에 기재된 항목 중에서 다른 출처에서 발급된 서류 2부: 기타 요금 고지서, 

운전면허증, 복지 혜택 서류(DSHS, SSI, 급여명세서 등), 보험 서류(건강, 자동차 등), 재무 

서류(은행거래내역서, 퇴직증명서,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또는 임대 및 주택중개업체 서신 

 

https://childcareawarewa.secure.force.com/providerupdate/CCAWAOnlineLookUp
https://www.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childcare/ffn
https://www.alticeusa.com/news/articles/feature/corporate/altice-usa-brings-free-broadband-k-12-and-college-students-during-coronavirus-pandemic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RR7meOtrCUCPmTWdi1T0G-5JKRlvS5tDpx0pzSO8yw9UMEQySzMzNFQ0WFNESDAwVDFLN1BWT1ZITy4u
https://kingcounty.gov/elected/executive/constantine/news/release/2020/March/31-child-care-legislation.aspx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wa.gov%2Fsites%2Fdefault%2Ffiles%2FWA%2520Essential%2520Critical%2520Infrastructure%2520Workers%2520%2528Final%2529.pdf&data=02%7C01%7Csnegusse%40kingcounty.gov%7C47c636942c694a6ff51708d7dcb0ffe6%7Cbae5059a76f049d7999672dfe95d69c7%7C0%7C0%7C637220525069771406&sdata=YrdCQuKVkh1VlvyIfYuxwZ2cS55gq9h6LDem0Cnjxwk%3D&reserved=0
mailto:subsidy@child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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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대상 자원 

불법이민자는 연방 및 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비정부 

자원이 있습니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청할 수 있는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 Betancourt Macias Family Emergency Fund - 모든 불법이민자분들은 여기에서 기금 신청 가능: 

https://www.undocuscholars.com  

•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 - 가사노동자(예: 재택 간병인, 보모 및/또는 주택 청소부)의 경우 

본 기금을 통해 $400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 

https://membership.domesticworkers.org/coronavirus-care-fund/  

• One Fair Way Emergency Fund -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본 기금에서 현금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 https://ofwemergencyfund.org/help  

• COVID-19 Financial Solidarity - PayPal, Venmo 또는 CashApp 계정이 있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자들이 스프레드시트 대기명단에 등록해 드릴 

것입니다. 기획자들은 여러분의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500 미만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https://tinyurl.com/tw9karv)   

• DACA 갱신 장학금 - El Centro De La Raza 는 DACA 갱신비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국토안보부) 앞으로 수표를 발송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양식 

제출: http://www.elcentrodelaraza.org/get-help/daca/?fbclid=IwAR3rhuFR-XBXrEQ_DsuVPIZ8C-

EUmYGZb4RFcBv7tiBr33KJbMMi4ePvORQ  

• 워싱턴 주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COVID-19 Relief 기금 - 4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대략 

$500~$1,5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려면 본 양식을 작성: 

https://tinyurl.com/vh2c8k4  

 

 

  

https://www.undocuscholars.com/
https://membership.domesticworkers.org/coronavirus-care-fund/
https://ofwemergencyfund.org/help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q8BoDkSMobG7oDJnU_FrnCnRx7_3zhnKzCJZ85gZtrO3Pw/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q8BoDkSMobG7oDJnU_FrnCnRx7_3zhnKzCJZ85gZtrO3Pw/viewform
http://www.elcentrodelaraza.org/get-help/daca/?fbclid=IwAR3rhuFR-XBXrEQ_DsuVPIZ8C-EUmYGZb4RFcBv7tiBr33KJbMMi4ePvORQ
http://www.elcentrodelaraza.org/get-help/daca/?fbclid=IwAR3rhuFR-XBXrEQ_DsuVPIZ8C-EUmYGZb4RFcBv7tiBr33KJbMMi4ePvORQ
https://airtable.com/shrs9fiXY05ZIRs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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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대상 자원(계속)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다면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국가재난의료시스템)이 부담합니다.  

• 귀하의 방문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민법 집행기관은 매우 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병원, 보건소, 긴급 진료 시설과 같은 의료 시설에서의 체포 활동 수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보험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소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무료 및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o 인근 보건소 검색: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 

o 무료 및 자선 진료소 검색: http://www.nafcclinics.org/find-clinic  

• 보건 서비스 이용 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자료표를 참조: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wp-content/uploads/2020/02/You-Have-Rights-Protect-Your-Health-
Updated-February-2020-ENGLISH.pdf  

 

주택 — 상기에 열거된 모든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불법이민자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상기의 "주택" 섹션을 

참조하세요. 

 

식량 및 비품 — 상기에 열거된 모든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상기의 "식량 지원" 섹션을 참조하세요. 

 

불법이민자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는 본 스프레드시트를 확인: https://tinyurl.com/wrmeqhk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wp-content/uploads/2020/02/You-Have-Rights-Protect-Your-Health-Updated-February-2020-ENGLISH.pdf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p9OSlLpSYanIoUC-gEbhVbRMYVUfw4wyrixa9ekGdc/edit#g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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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체 대출 및 재난 지원 

 

Payroll Protection Progra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위기 기간 동안 기업의 직원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SBA 대출 

Coronavirus (COVID-19) SBA Disaster Assistance 

미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중소기업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업체를 위한 운전 자본으로 지정된 주 및 영토 연방 저금리 재난 대출을 제공합니다. 

Coronavirus (COVID-19) SBA Relief Options 

구제를 원하는 기업을 위한 다수의 자금 지원 옵션 

The CARES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Frequent Questions 

Association of Washington Businesses(AWB)는 COVID-19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ronavirus (COVID-19) SBA Guidance and Resource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금 지원 옵션과 사업체 및 고용주를 위한 지침 

Other SBA Funding Programs 

기타 SBA 자금 지원 프로그램 링크 

How SBA Loan Programs Work 

SBA는 대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업체에 대출을 제공합니다. SBA는 소상공업체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파트너 대출 기관, 지역사회 개발조직 및 소액 대출 기관들의 

대출 지침을 정합니다. SBA는 대출 기관들을 위한 리스크를 줄이고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업체도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State's Central COVID-19 Webpage  

워싱턴 주 공식 COVID-19 웹사이트로서 워싱턴 주 Joint Information Center(JIC, 공동정보센터)가 관리합니다. 

JIC는 Camp Murray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워싱턴 주 긴급운영센터에 속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재정 지원, 기업 보험 정보, 소상공업체 대출, 소상공업체 및 비영리조직 자원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Startup Washington에서는 워싱턴 주 및 연방 정부의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www.sba.gov/disaster-assistance/coronavirus-covid-19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
https://www.awb.org/covid-19-faq
https://www.sba.gov/page/coronavirus-covid-19-small-business-guidance-loan-resources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
https://coronavirus.wa.gov/business-workers
http://startup.choosewashingtonstate.com/links/crisis/covid-19-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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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언어 자원 

 

킹 카운티 

 언어 자원 

워싱턴 주  

및 기타 언어 출처 

o Amharic 

o Arabic 
o Chinese 

o Dari 
o Filipino – Tagalog 

o French 

o Hindi 
o Hmong 

o Japanese 

o Khmer – Cambodian 
o Korean 

o Lao 

o Marshallese 
o Oromo 

o Pashto 

o Persian (Farsi)Russian 
o Somali 

o Spanish 

o Thai 
o Tigrinya 

o Ukrainian 

o Vietnamese 

 

o Washington State COVID 

Educational Materials 26+ 
 

o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Resource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o American Sign Language 

COVID-19 resources 

 
o Washington State COVID-19 

Video Series 

 
o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ASL COVID-19 Video 

Series 
 

o Harvard COVID-19 Fact Sheets 

in 30 languages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amharic.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arabic.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chinese.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tagalog.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french.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hindi.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hmong.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japanese.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khmer.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korean.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lao.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marshallese.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persian.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russian.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somali.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spanish.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thai.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tigrinya.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ukrainian.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vietnamese.aspx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HealthEducation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HealthEducation
https://wwwn.cdc.gov/pubs/other-languages?Sort=Lang%3A%3Aasc
https://wwwn.cdc.gov/pubs/other-languages?Sort=Lang%3A%3Aasc
https://wwwn.cdc.gov/pubs/other-languages?Sort=Lang%3A%3Aasc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rp9iOILTQatwnqm61jqFrsfUB4RKh6J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rp9iOILTQatwnqm61jqFrsfUB4RKh6J
https://www.youtube.com/watch?v=oX3JnbLodRI&list=PL82Z-swK0-4njl9qWjAoNY1HKbWndlq4i
https://www.youtube.com/watch?v=oX3JnbLodRI&list=PL82Z-swK0-4njl9qWjAoNY1HKbWndlq4i
https://www.youtube.com/watch?v=EUCY1Yc816Y&list=PLvrp9iOILTQatwnqm61jqFrsfUB4RKh6J
https://www.youtube.com/watch?v=EUCY1Yc816Y&list=PLvrp9iOILTQatwnqm61jqFrsfUB4RKh6J
https://www.youtube.com/watch?v=EUCY1Yc816Y&list=PLvrp9iOILTQatwnqm61jqFrsfUB4RKh6J
https://covid19healthliteracyproject.com/#languages
https://covid19healthliteracyproject.com/#langu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