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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재정적 보조가 가능합니다. 

퀸스랜드 주정부는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지역공동체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상품과 용역의 자선 기부, 물자 지원 및 숙박 관련 서비스와 같은 지원과 공공사업에 대해서 비정부 

단체들에게 의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어린이 안전 및 장애 서비스 부(部) 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자연재해에 피해를 당하였으나 자신의 

상황 복구를  충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이 기금은 식량, 의류, 의료 용품 및 임시 숙소를 포함한 긴급 필수 용품들을 위한 것입니다. 싱글인 성인에게  

최고 180 불을, 5 인 이상의 가정에 최고 900 불을 지급합니다. 

필수 서비스 피해 지원금 

이 기금은 5 일 이상 하나 이상의 공공서비스(전기, 가스, 수도 및 하수 처리 시설) 손상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복구할 수 없는 분들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싱글인 성인에게 최고 150 불을, 5 인 이상 가정에 최고 750 불을 지급합니다. 

필수 가정용품 지원금 

이는 필수 가정용품의 대체 및 수리를 위한 기금으로써, 소득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줍니다. 싱글인 성인에게 최고 1,765 불을, 커플 또는 

가정에 최고 5,300 불을 지급합니다. 

구조물 지원금 

이 기금은 소득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적격의 주거지 소유주가 자연재해에 

의해 생긴 지속적 손상을 수리하도록 돕습니다. 싱글인 성인에게 최고 10,995 불을, 커플이나 가정에 최고 

14,685 불을 지급합니다. 

공공서비스 안전 및 재연결 기금안(寄金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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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은 주거지 소유주가 공공서비스(예: 전기, 가스, 수도, 하수 처리 시설)를 재연결하고 손상된 서비스 

시설을 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금은 최고 네 가지 공공서비스의 재연결을 각각 최고 200 불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시설 수리비는 최고 총 4,200 불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위 지원금은 www.communityrecovery.qld.gov.au 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지역공동체 재해 복구 

긴급라인 1800 173 349 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재해 복구 긴급라인에서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온라인 신청서를 완성하도록 돕습니다. 지역공동체 재해 복구 센터가 문을 연 

경우, 이 곳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ommunityrecovery.qld.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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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