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정보와 폭풍 후 지원 자원에 관해서 NYC.gov/ida를 방문하거나 311(영상 중계 서비스용 212-

639-9675 또는 TTY: 212-504-4115)에 전화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와 제휴기관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돌발적인 홍수 비상사태 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NYC.gov/ida를 방문하거나 311(영상 중계 서비스용  

212-639-9675 또는 TTY: 212-504-4115)번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는 5개의 전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매일 문을 엽니다. 위치 정보는 NYC.gov/ida를 

방문하시거나 311에 전화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 수단이 없는 뉴욕 주민은 

311에 전화하시면 교통센터까지 가는 교통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방문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자에게 이민자 신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연방 재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MA는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호품을 제공합니다.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다. 참고: FEMA는 다른 자원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1-800-621-3362(TTY: 1-800-462-7585)로 전화하시거나 www.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가구 구성원 중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있더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 지원: 주택 지원은 주택 수리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피해 사항을 

기록하여 등록하고 FEMA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36,000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 임대비 지원: 최대 2개월간의 임대료/주거 이전 비용 환급. 재확인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임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요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과 중대한 요구에 대해 최대 $36,000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령, 자동차, 의료 장비)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HPD)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는 이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자원 목록을 

http://www.nyc.gov/ida
http://www.disasterassistan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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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였습니다. NYC.gov/hpd를 방문하시거나 311로 전화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민자 자격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펌프 

뉴욕시는 지하실 물을 펌프로 퍼올려야 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뉴욕 주민들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311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민자 자격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허가 및 수리 비용 유예 

폭풍 피해와 관련하여 철거, 건축 또는 수리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는 건물관리국(Department of Buildings, DOB)을 통해, 또는 

환경보호국(Departme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EP)에 석면 제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원들은 개인이 허가 신청을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Red Cross(ARC) 지원 

주택에 거주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 소유주/임대인에게 임시 대피소(호텔)가 제공됩니다. 

호텔 체류는 주택 소유주는 최대 2일, 임대인은 최대 3일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ARC는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세력으로 인한 홍수로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에 최대 $515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뢰, 청소 도구 및 정서적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민자 자격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1-877-733-2767로 전화해주십시오. 

 

이민자 및 서류 미비자 뉴욕 주민을 위한 자원 

이민 또는 시 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여러분의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MOIA)에 212-

788-7654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중에 전화하시거나 

NYC.gov/immigrants를 방문해 주십시오. 또는 askmoia@cityhall.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대출 

주택 소유주/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주택 수리에 

최대 200,000 달러, 개인 소유물 교체에 최대 40,000 달러, 또는 소규모 사업체 기계, 가구 등의 

http://www.nyc.gov/hpd
http://www.nyc.gov/immigrants
mailto:askmoia@cityhall.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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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비에 최대 2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중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있더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체 지원 

뉴욕시 소기업 지원부(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SBS)는 사업체 소유주를 

지원합니다. NYC.gov/sbs를 방문하시거나 888-SBS-4NYC(888-727-4692)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민자 자격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개인 홍수 보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험에서 아파트 내부 물건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인 경우에는, 주택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홍수 및 바람 

피해는 기본적 보험 증권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 홍수 보험에 가입한 뉴욕 주민은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 및 곰팡이 증식 방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웹사이트(NYC.gov/health)를 방문하여 곰팡이 증식 

방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nyc.gov/sbs
http://www.nyc.gov/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