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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보도용보도용보도용보도용: 2012년 12월 1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TEP’ 비상지원비상지원비상지원비상지원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연장을연장을연장을연장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대피소대피소대피소대피소 및및및및 임시임시임시임시 필수전력필수전력필수전력필수전력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마감기한이마감기한이마감기한이마감기한이 2012년년년년 12월월월월 31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연장되다연장되다연장되다연장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Suffolk 및 Nassau 카운티의 STEP(Sheltering and Temporary 

Essential Power) 프로그램 신청 마감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TEP 프로그램은 영구적인 복구 작업이 지속되는 동안 주택소유자들에게 임시 대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임시 전력, 난방, 온수를 복구해주는 비상지원 서비스입니다. 

 

“STEP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그들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면서 비상 복구 또는 전기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허리케인 

Sandy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복구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재건에 

필요한 비상지원을 얻으면서 계속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을 위한 ROE(Right of Entry) 양식을 접수하는 마감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 가정용 전기 계량기 수리 – 자신의 집을 현재장소대피소(shelter-in-place)로 사용하고 

전기미터기를 수리해야만 전력을 복구할 수 있는 사람 대상. 여기에는 WH(weather head), 서비스 

케이블 또는 미터기 소켓의 수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난 필수조치) – 자신의 집을 현재장소대피소(shelter-in-place)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STEP은 영구적인 수리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 전기, 난방, 

온수를 공급해줍니다.  

 

• 신속한 임시 외관수리 – 이 수리는 생명과 재산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해당되는 경우 

보다 영구적인 수리가 이뤄질 때까지 현재장소대피를  이끌 수 있는 후속 피해로부터 폭풍 피해 

거주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수리입니다. 여기에는 깨진 유리창 보호 작업, 파손된 외벽 및 

지붕 덮개 작업, 파손된 외부 문짝 연결 작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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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Suffolk 카운티 거주민들은 2-1-1에 전화하여 자택 평가 예약을 

해야 합니다. Nassau 카운티 STE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거주민들은 1-888-684-4267로 

전화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5개 보로 거주민들은 3-1-1로 전화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평가가 끝나고 나면, 작업 범위가 결정되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전달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계약업체와 거주 재산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정을 

계획합니다. 작업은 주택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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