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자원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하여 지역화된 비상 대책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피난 센터 
대피 시에는 대피 지역 밖에 있는 친구 또는 가족의 집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 시설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의 다음 장소*에 있는 피난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국 웹사이트(NYC.gov/hurricanezones)를 방문하거나 311로 전화를 걸어 VRS(Video Relay Service) 또는 TTY를 요청하십시오. 212-504-4115).

커뮤니티 관할 정보

 

경찰서(관할구)  소방서 커뮤니티 위원회

 

민원

911: 비상 사태 

긴급한 위험에 처했거나 진행 중인 범죄를 목격한 경우에는 911에 전화하십시오. 중상을 입었거나 건강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인 경우에는 911에 전화하십시오.

 
311: 비긴급/도시 서비스 

311은 시 당국 프로그램에 대한 비응급 시청 서비스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비상 시에는 311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311은 온라인 및 전화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11은 웹사이트(NYC.gov/311)를 통해 온라인으로 방문합니다. 

• 문자 311-692.

• 뉴욕시 외부에서는 311 또는 (212) NEW-YORK, (212) 639-9675로 전화하십시오.

• 당국에 연락할 경우 사용할 VRS(Video Relay Service) 연락처는 (212) NEW-YORK, (212) 639-9675입니다.

• 311로 연락할 경우 사용할 TTY 또는 문자 전화 연락처는 (212) 504-4115입니다.

 
 
사후 조치

특히 사후 조치 시에는 뉴욕 시민들이 이용할 수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 프로그램과 연결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311로 전화하십시오(VRS: 212-639-9675 또는 TTY: 212-504-4115) 또는 시 기관에 문의하려면 당국 웹사이트(NYC.gov)를 방문하십시오.

•	 긴급 요청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NYC.gov/readyny를 방문하여 준비된 뉴욕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십시오. 

•	 조직이 비상 사태를 준비하는 방법은 NYC.gov/partnersinpreparedness를 방문하여 준비된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십시오. 

•	 뉴욕시를 더 안전하고 강하고 더 잘 준비된 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은 NYC.gov/citizencorpss를 방문하여 NYC 시민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십시오. 

•	 웹사이트(NYC.gov/cert)를 방문하여 뉴욕시 비상 관리 사무소(CERT) 프로그램과 이들 자원 봉사자들이 어떻게 재해의 다른 유형의 이웃과 커뮤니티가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십시오.

• NYC.gov/communityspacesurvey를 방문하여 뉴욕시 커뮤니티 공간 설문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NYC.gov/notifynyc에 방문하여 뉴욕시의 공식 긴급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인 뉴욕시 게시판에 등록하십시오.

• www.advancewarningsystemnyc.org를 방문하셔서 장애인 및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긴급 메시지를 접수하는 사전 경고 시스템에 가입하십시오.

트위터와 
Facebook 
@nycoem 
/NYCEmergencyManagement에서  
NYC Emergency  Management 팔로우

LifeNet

정신 건강 정보, 추천 또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경우 기밀을 지켜드리는 뉴욕시 소속 
24시간 Mental Health Hotline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	 영어 및 기타 언어: 1-800-LIFENET, (1-800-543-3638), (TTY: 212-982-5284)

•	 스페인어: 1-877-AYUDESE, (1-877-298-3373)

•	 북경어, 광동어, 한국어: 1-877-990-8585

Disaster Distress Helpline

1-800-985-5990

문자: “TalkWithUs” "또는 “Hablanos” ~ 66746

http://disasterdistress.samhsa.gov 

구세군: Greater New York Division

212-337-7424

www.ny.salvationarmy.org

미국 적십자사(Greater New York)

1-877-RED-CROSS (1-877-733-2767)

www.nyredcross.org 

New York Disaster Interfaith Services

212-669-6100

www.nydis.org  

NYC VOAD(New York City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212-402-1102

www.nycvoad.org

info@nycvoad.org

UJA Federation

1-877-852-6951 

www.ujafedny.org 

New York Cares

212-228-5000 

www.newyorkcares.org  

뉴욕 대교구 가톨릭 자선 단체

1-800-744-7900

www.catholiccharitiesny.org   

가톨릭 자선 단체(Brooklyn 및 Queens)

718-722-6223

www.ccbq.org

dcm@ccbq.org 

NYC 커뮤니티를 위한 비상 대비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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