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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2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FEMA 재난재난재난재난 지원지원지원지원 마감기한마감기한마감기한마감기한 연장을연장을연장을연장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13개개개개 재난지역재난지역재난지역재난지역 선포선포선포선포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주민들주민들주민들주민들, 2013년년년년 4월월월월 13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FEMA 재난재난재난재난 지원지원지원지원 신청이신청이신청이신청이 가능하다가능하다가능하다가능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3개 재난지역 선포 카운티 중 한 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FEMA 지원 등록 마감일을 2013년 4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마감일은 2013년 

3월 2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개인 및 가정에 제공하는 연방재난지원에는 임대료 지원, 필수 주택 수리, 동적재산 손실 및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기타 중요한 재난 관련 필요사항과 관련된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민은 Bronx, Kings, Nassau, New York, Richmond, Rockland, Westchester, Suffolk, Queens, 

Orange, Putnam, Sullivan, Ulster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슈퍼폭풍 Sandy의 피해가 6개월로 접어들며, 허리케인 Sandy의 피해를 입은 많은 뉴욕주민들은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며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재난 지원을 받고 및 자원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FEMA의 연장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요청에는 개인 및 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에게 저리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14일 기한 

연장을 해주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은 www.disasterassistance.gov로 접속하거나 m.fema.gov로 접속해서 인터넷 전화 또는 

테블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00-621-3362 또는 (TTY) 800-462-7585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1-1 Relay 또는 

VRS(Video Relay Services)를 이용하는 신청자는 800-621-3362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자부담 

전화는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주 7일 운영됩니다. 

 

SBA 재난고객서비스센터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는 800-659-2955 (TTY 800-877-8339)입니다. 또한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www.sba.gov을 방문하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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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SBA 신청 방법으로는 https://DisasterLoan.SBA.gov/ELA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FEMA와 SBA 대리인이 각 재난복구센터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재난복구센터를 찾으려면 www.FEMA.gov/disaster-recovery-centers[6] 에서 로케이터를 사용하거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m.fema.gov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DRC”와 귀하의 우편번호를 43362(4FEMA)로 문자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aten Island에 거주하는 경우 DRC 10301라고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또는 800-621-3362(TTY 800-

462-7585)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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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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