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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공서비스 안전 및 복구 기금안 

필수 공공서비스 안전 및 복구 기금안은 자격이 

되는 주(主) 거주지 소유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연재해에 의해 손실된 필수 

공공서비스를 복구하도록 합니다. 

가능한 지원 

이 지원금은 Part A 와 Part B, 두 분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의 Part A 에서는 최고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전기 안전 검사 200 불

• 가스 안전 검사 200 불

• 수도 안전 검사 200 불

• 하수 처리 시설/정화조 안전 검사 200 불

이 기금의 Part B 에서는 최고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만약 검사 중에 검사원이 필수

공공서비스가 복구 되기 전이나 후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검증할 경우, 수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4200 불이 지원됩니다. 

수급 자격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평가 자격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지원금이 편성된 재난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지방세 통지서, 

기타 문서) 

• *주(主) 거주지가 이 기금이 편성된 재난 

피해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지원금에 의해 적용되는 비용을

목적으로 한 보험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 평가 (여러분에게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주 단위 총소득이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개인: 988 불(연간소득 51,398 불)

• 커플: 1,367 불(연간 소득 71,061 불)

• 한 부모, 한 자녀:1,368 불(연간 소득

71,110 불) 

• 커플, 한 자녀: 1,694 불(연간 소득 88,111 불)

(추가 자녀 한 명당, 매주  327 불이 더 

포함됩니다; 성인 피부양자가 한 명 더 추가될 

때마다 378 불이 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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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고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면, 퀸스랜드 주정부 산하 

지역공동체 부(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www.communityrecovery.gld.gov.au   
 

이 링크/웹사이트는 개인 재해 지원 기금안(寄金

案)이 편성된 이후에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동체 재해 

복구 긴급라인 1800 173 349 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지역공동체 재해 복구 센터가 문을 연 

경우, 본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퀸스랜드 주정부 공무원이 재난에 피해를 입은 

여러분의 주거지를 방문해서 신청 내용을 

평가할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이 지원금의 지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검사 비용과 수리 비용). 지원금은 

여러분에게 직접 또는 수리를 하는 기술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통과된 경우, 지원금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지정한 은행 계좌로의 온라인 자동 이체 

• 지역공동체 부(部)의 중앙 서비스 처리  

 

사무소를 통한 수표 지급. 지정한 주소로 

우송됩니다. 

 

검사 및 복구 지원금은 지원자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 지역공동체 부(部)에 제출한 

후에만 또는 수리 업자가 지역공동체 부(部) 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리 지원금은 인가된 하청업자의 수리 견적이 

저희 지역공동체 부(部)에 제출되어 지원금 

지급이 승인된 후에 지급됩니다. 수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원금에 대한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호주 시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표된 해당 재난 때문에 관련 문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역공동체 부(部) 공무원에게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추가 정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gld.gov.au.communityrecovery  

를 방문하시거나 1800 173 34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communityrecovery.gld.gov.au/
http://www.gld.gov.au.communityrecov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