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추방 유예
참고: COVID-19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정보는
www.BeavertonOregon.gov/EvictionMoratorium에서 자주 확인하십시오.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과 시의회는 2020년 3월 17일 비버턴에서 추방 유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직후에 브라운
주지사는 주지사가 변경하지 않는 한 90일 동안의 추방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COVID-19 대응 자원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추방 유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래 공시는 오리건의 법률 지원 서비스 및 오리건 법률 센터(Law Aid Services of Oregreen)가 제공하는 것으로, 비버턴의 특정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링크된 것이 FAQ 원본입니다.
•

지금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료 미납, 수수료 미납, 공공요금 미납에 대해 퇴거통지서나 위반통지서를
귀하에게 발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지금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임대인이 무사유 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지금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임대인이 미납이나 무사유 통보를 근거로 퇴거 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집세를 낼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에게 말하십시오. 이 양식은 해당 시점 이전에 집세를 지불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는 데 사용할 수있는 양식 서한입니다(문서의 맨 아래로 스크롤). 또한 귀하는 소득
손실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금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해도 결국에는 지불해야 합니다(오리건 주민의 경우 2020년 6월 30일 또는 비버튼
주민의 경우 비상사태가 만료된 후 6개월 후).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 지원 및 기타 자원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귀하가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적어도 2020년 7월 26일까지는 임대료 미납을 근거로
귀하에게 퇴거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2020년 7월 26일 이후에 최소 30일의 여유 기한을 주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핫라인 연락처 정보
주거지 추방 유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를 위해 비버튼 시는 전화 핫라인 503-629-6427과 이메일 계정
CovidHousingInfo@BeavertonOregon.gov을 통해 문의에 응답하고 있으며 M-F 수신 전화에 24시간 응답할 수 있도록 최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 핫라인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정보와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메일 핫라인은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된 정보와 응답을 제공합니다.
시 직원은 정보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원이 필요한 경우 시 직원이 파트너 기관에
연락하여 기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503-350-3626 | covidhousinginfo@BeavertonOregon.gov | 12725 SW Millikan Way Beaverton 97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