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동안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을 지원하는
리소스
가족, 거주자 및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
음식
● IQ(Isolation/Quarantine) Food Helpline – 시의 중앙에 집중된 식량 자원은
COVID-19로 인해 고립되거나 격리된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이 리소스는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PUI(조사 대상자)이거나
“밀접 접촉자”로 간주되어 식품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식료품이나
준비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의료 제공자, 공중 보건 인력, 사회 서비스 기관 또는
3-1-1에 의해 개인에게 이 자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 CalFresh – 소매 식품, 농산물 시장, 식료품점 및 일부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EBT 카드를 통해 저소득 개인 및 가구를 위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Pandemic EBT – 아이들은 학교가 휴교하는 동안 대상 아동 1인당 최대
365달러의 음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P-EBT 카드를 받지 않은 경우
온라인으로 P-EB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Great Plates Delivered – COVID-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성인 및
60-64세 성인에게는 하루에 세 끼 식사를 배달합니다. 자세한 정보
● Home-Delivered Meals and Groceries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쇼핑을 할 수 없는 외출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한 기내식 배달입니다. 자세한 정보
● Community-based Take Away Meals –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위치한 6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
● Food Pantries –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사이트에서 매주 및 두 달에 한 번씩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주택 공급
● COVID-19 Eviction and Rent Increase Moratoriums –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COVID-19 팬데믹 중 쫓아냄을 중단하며, 시가 보조하는 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포함한 긴급 세입자 보호 조치입니다. 자세한 정보
● Give2SF Housing Stabilization Program – COVID-19의 재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 임대료, 공공요금 및 기타 주거비용을 지불하는 데 재정적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정보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VID-19 Homeowner Emergency Loan Program (HELP) – HOA 회비,
재산세, 일시 연기 담보 대출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25,0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w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