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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해 지원금 

긴급 피해 지원금은 자연재해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식품, 의류, 의료품 또는 임시 

숙소를 위한 긴급하면서도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한 기금입니다. 

가능한 지원 

긴급 피해 지원 기금에서는 개인 당 최고 

180 불, 5 인 이상의 가족에게는 최고 

900 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여러분의 

주거 지역에 이 지원금이 편성된 후 7 일 

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개인 재해 지원 기금안(寄金案)이 편성이 되면, 

자격이 되기 위한 다음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主) 거주지가 재정적 지원이 편성된 재난

피해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재난의 결과로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 식량, 의류, 의료품 또는 임시 숙소에 대한

긴급하면서도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야 합니다. 

전력 소실(消失)은 긴급 피해 지원 지원금 

사용을 위한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평가되는 지원 수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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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직접 또는 지역공동체 재해 복구 긴급라인 

직원의 도움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지정된 은행 상품에 의해 확립된 스케줄에 따라 

지정된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자동 이체(선호되는 

http://www.communityrecovery.gld.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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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를 하거나 지역공동체 센터를 방문해서 

선불금이 지급된 재해 복구 착불 카드를 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해 복구 착불 카드는 EFTPOS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게와 모든 ATM 에서 

전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재해 복구 착불 카드의 잔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로그인하여 본 착불 

카드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m.emerchants.com.au/CommunityRecoveryCH 
 

추가 정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gld.gov.au.communityrecovery  

를 방문하시거나 1800 173 34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발이 묶인 여행자들은 가능한 경우, 재난 대피 

센터로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극한적인 고립 

상황인 경우(예: 센트럴 웨스턴 지방 지역 도로가 

단절된 경우, IHA 의 형태로 일부 지원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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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