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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와 FEMA, 재난복구센터 개소 발표

개별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잔재로부터 영향을 받은
뉴욕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장소
Kathy Hochul 주지사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오늘 허리케인 아이다(Ida) 잔재로 인해 폭풍과 홍수 피해를 입은 뉴욕 시민들에게
정보와 지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재해복구센터를 여러 개 개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주요 재난 선포를 계기로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복구
전문가들이 질문에 답하고 주택 소유자, 임차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연방 도움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잔재에 대한 대규모 재난 선언에 따라 브롱크스(Bronx), 퀸즈(Queens),
킹스(Kings), 리치몬드(Richmond),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가
개별지원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파괴적인 수해와 폭풍 피해를 입은 뉴욕
시민들이 직접 복구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일대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뉴욕 시민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주신 연방정부 파트너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재해 복구 센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 - 231 Crown Street, Brooklyn, NY 11225
퀸스 칼리지(Queens College) 스튜던트 유니언(Student Union) - 152-45 Melbourne
Ave, Flushing, NY 11367
호스토스 커뮤니티 칼리지(Hostos Community College) - 450 Grand Concourse, E.
Building C, Bronx, NY 10451
그린턴 I. 윌 도서관(Grinton I. Will Library) - 1500 Central Park Ave, Yonkers, NY 10710
마마로넥 빌리지 법원 서기(Mamaroneck Village Court Clerk) - 169 Mount Pleasant
Ave, Mamaroneck, NY 10543
스태튼아일랜드 칼리지(College of Staten Island), 체육관 빌딩 R1 - 2800 Victory Blvd.,
Staten Island, NY 10314

용커스(Yonkers), 마마로넥(Mamaroneck), 스태튼아일랜드(Staten Island)의 위치는
이동센터에서 운영되다가 고정된 위치로 이전하게 됩니다. 추가 DRC 사이트는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향을 받은 뉴욕 시민들은 311에 전화하거나 NYC.gov/IDA를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도시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직원들은 DRC 내에 배치되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뉴욕 시민들을 연결해 줍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존자는 FEMA 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www.disasterassistance.gov)을 방문하거나 800-621-3362번으로 전화하여
FEM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나 청각장애가 있고 TTY를 이용하는 개인은
800-462-7585번으로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711 또는 비디오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800-621-3362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 7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현지 시간)까지 운영됩니다.
교환원은 다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전화, 이노캡션(InnoCaption), 캡텔(CapTel)
등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특정 번호로 FEMA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언어 또는 장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환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복구센터는 현재 연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하고 복구
전문가로부터 일대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온라인 자원과 FEMA 다운로드 가능한 팜플렛 및 기타 보조
프로그램은www.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여 "정보"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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