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패밀리 팩트 시트
C O V ID -19
• 의료 전문가와 통화하려면 1-800-962-1253으로 전화하시고, 기본적 니즈에 대한 일반 정보 및 자원에 대해 알아보
려면 211을 누르십시오.
• NJ COVID-19 관련 정보   

• 뉴저지에 설치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장은 현재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 본 자가 평가 검사를 통해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야 할 일;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해야 할 일
의료서비스

• 뉴저지의 연방 공인 건강 센터 New Jersey’s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 는 지불 능력에 상
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NJ FamilyCare 는 저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 당뇨병 비상 키트 핫라인 - 비상 백업 키트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973-849-5234로 전화하여 키트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유틸리티

• COVID-19 에 의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채무자의 모기지 지급에 대한 90일 유예 기간

• 유틸리티: 3월 13일 현재, 뉴저지의 공공 가스 및 전기회사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차단을 유예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800)-624-0241으로 전화하십시오.

• 케이블/인터넷: 많은 회사들이 무료 또는 저비용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인터넷 연결 서약(Keep
America Connected Pledge)에 가입했습니다.
기본적 니즈

• SNAP, NJ FamilyCare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 DCAid 웹사이트에서 귀하가 NJ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 모든 학교는 우리 주에서 폐쇄가 유지됩니다. 이 상황은 2020년 4월 17일에 재평가될 것입니다.

• NJ SNAP - 뉴저지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NJ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NJ SNAP)
수당을 받는 개인은 3월에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중요한 식량 니즈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4월에는 수당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 무료 식품 배급, Community FoodBank of New Jersey

• 세금 - 연방 및 주 세금의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0년 7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응급 보육 센터 및 보조금 - Child Care 뉴저지 필수 인력을 지원하는 아동 보호 센터를 찾아 이용 가능한 보조
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Subsidy

• 자동차 보험사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줄이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 귀하의 보험사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on the list

• 귀하가 밀입국자이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밀입국자 및 비보험자를 위한 뉴저지 COVID-19 자원
팩트시트 (NJ COVID-19 Resources for Undocumented and Uninsured Factsheet) 를 통해 COVID-19
와 관련된 검사, 치료 및 비용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알아보십시오.
고용

• 지역사회에서 누가 고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COVID-19 기간 동안 뉴저지의 포괄적인 유급 병가, 임시 장애 및 가족 휴가 보험이 귀하의 일자리를 보호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Earned Sick Leave, Temporary Disability and Family Leave Insurance.

•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했습니까? 실업 보험을 신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