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HURRICANE HARVEY(허리케인 하비) 구호사업

휴스턴 이민자들을 위한
재난지원 서비스 가이드
시장실 산하 새 미국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 담당국
시장실 산하 공공안전국 비상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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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시장실 산하 새 미국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
담당국에서 드리는 메시지
휴스턴 시민과 커뮤니티 파트너 여러분들
전례 없는 규모의 자연재해 여파로, 휴스턴 시민들은 자신들의 결의, 이타심, 그리고
동지애를 통해 전국민을 고무시켰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복구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집단, 인종, 국적,
종교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휴스턴 시민들이 서로 도와 함께 나아가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은 휴스턴이 대단히 특별한 도시가 되게
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도시의 아주 통합된 부분을 형성하는
번창일로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책을 내놓고 이민자들을 도와 이번
자연재해의 결과로서 그들이 당면하는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파트너들의 경우, 허리케인 하비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휴스턴 시민들의
복구작업과정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비영리 및
커뮤니티 기반의 기구들은 휴스턴 전역의 서비스 전선에 나아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커뮤니티 복구활동을 돕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 머지않아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 제공되는 연방, 주, 그리고
지역 재해지원 서비스 유형과 이들 서비스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자원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개인이나 가구로 국한될지라도, 폭우 피해를 입은 휴스턴
시민 전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본 가이드의 목표는 귀하나 대상이 되는 주변 여러분들을 위한 재해지원 서비스 외에도,
이들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수록된 정보를 통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커뮤니티의 여러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복구의 긴 여정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저희가 본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면서, 여러분이 추가 자원이나 코멘트 또는 문의사항을 저희와 함께
나누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newamericans@houstontx.gov. 여러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휴스턴 시민들을 돕는 데 매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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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가이드는 시장실 산하 새 미국인 부서가 다른 많은 커뮤니티,
개인, 그리고 정부 단체들의 협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이드에
실린 서비스에 관련하여 휴스턴시 또는 새 미국인 부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목록에 실렸다고 해서 특정 단체들을
후원하거나 추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중요한 커뮤니티 자원의
변동사항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새 미국인 담당국 웹사이트의 다음
링크를 방문하셔서 최신 PDF 파일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tontx.gov/na/harvey-relie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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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이후
홍수나 허리케인 이후에 해야 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허리케인에 관해서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폭우의
통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American Red Cross(미국 적십자)는 여러분에게 지역
뉴스나 최신 날씨정보를 통한 상황파악을 권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우가 끝났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강우와 그 결과로 인한 홍수에
대비하여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라고 Red Cross(적십자)는 밝혔습니다.
Red Cross(적십자)의 추가 권고사항:
•
•
•
•
•
•
•
•
•

여러분이 대피하신 경우, 공무원들이 안전하다는 확인을 한 후에만 귀가하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물이 넘친 도로와 쓸려간 교량은
피하십시오.
헐거워지거나 매달려 늘어진 전선은 피하고 전력회사로 즉시 신고하십시오.
물로 둘러싸인 건물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집이 파손된 곳이 없는가 잘 살펴봅니다. 보험목적으로 파손된 건물과 그
내용물을 모두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어두운 곳에서는 손전등을 사용하십시오. 촛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돗물은 오염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마시거나 조리하는데 사용을 피하십시오.
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청소할 때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십시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s://weather.com/safety/news/what-to-do-disaster#/4

가족들과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창의적으로 행동하고 끈질기게 노력하십시오. 어떤 연락방법에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 통화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덜 혼잡한 시간에 전화하십시오.
• 문자 메시지를 보내 두면, 전화가 불통일 경우에 통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들이 먼저 자신들의 사연을 온라인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Twitter)를 확인하십시오.
• 이메일을 발송하십시오.
• 가족들과 이미 연락이 되었는지도 모를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 이웃, 고용주, 학교, 교회, 노인복지시설, 사교 클럽, 노조, 또는 봉사 기관들과
같이 가족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장소에 전화하십시오.
• 편지 발송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의 우편물이 그분의 새로운
주소로 회송될 수도 있습니다.
•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redcross.org/get-help/disasterrelief-and-recovery-services/contact-and-locate-loved-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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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여러분의 가족이 심각한 건강문제나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American Red
Cross(미국 적십자)의 광역 휴스턴 지부의 전화 (713) 526-8300 또는
1 (800) RED-CROSS 으로 연락하여 긴급공지 정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 연락처
재난 관련 정보와 자원을 요청하려면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까?
2-1-1
211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211 또는 (877) 541-7905 으로 연락하여 여러분의 지역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211 교환원들은 여러분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정보를 사법기관 또는 출입국관리당국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3-1-1
교통 위반 벌금과 하수구 문제로부터 파인 도로 문제와 이웃 간의 고소건에 이르기까지,
휴스턴 시민들은 311 을 이용해 고도로 훈련된 담당요원들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휴스턴시 외곽에서는 단순히 (713) 837-0311 을 돌리면 됩니다. 담당요원들은 24/7 로
연중무휴 전화를 받으며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11 교환원들은
여러분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정보를 사법기관 또는 출입국관리당국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상황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언제나 9-1-1 으로 전화하십시오.
휴스턴시의 최신 정보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 긴급상황정보 웹페이지: www.houstonemergency.org
• 휴스턴 복구정보 웹페이지: www.houstonrecovers.org
• 허리케인 하비 관련 공중 보건 정보 웹페이지:
http://publichealth.harriscountytx.gov/Resources/2017-Hurricane-Harvey
Houston Public Library(휴스턴 공립 도서관: HPL)
HPL(휴스턴 공립 도서관)은 시 전역의 도서관들을 열어 휴스턴 시민들이 허리케인
하비로부터 복구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PL 에서는 자원, 서비스와 개인적
조력을 제공하여 이번 기간 동안에 휴스턴 시민들의 필요사항들을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
•
•

HPL(휴스턴 공립 도서관) 전화 (832) 393-1313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 1 지원, 무료 WiFi 이용,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활동, 컴퓨터 접속, 가족사진 보존지원.
웹사이트 www.houstonlibrary.org 를 방문, 가장 가까운 도서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알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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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Facebook (@houstonlibrary), Instagram
(@houstonpubliclibrary), 그리고 Twitter (@houstonlibrary)를 팔로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FEMA(미연방재난관리청)의 지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연방정부는 재난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특정 이민자들을 “유자격 외국인(qualified
aliens)”으로 분류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 망명이 허용된 신청자
• 난민으로 입국이 허용된 자
• 1 년 기간의 인도주의적 가석방이 허용된 자
• 정치적 난민 신분 때문에 인해 국외추방이 보류된 자
• 1980 년도 제정 난민교육지원법(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에 따라
쿠바나 아이티 입국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현재 구제청원이 계류 중인 자
• “T” 및 “U” 비자를 비롯해 위중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알림: 사회보장번호(SSN)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자격 외국인”인 것은
아닙니다. 계류 중인 난민청원에 따른 임시 사회보장번호는 FEMA 의 적격 외국인
신분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 미비자도 모든 재해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서류 미비자이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는 많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휴스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스턴 지역 비영리단체들이 기타 정부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되지 않는
서류미비 가정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류 미비자이더라도, 쉼터에 갈 수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쉼터는 지역 커뮤니티, Red Cross(적십자), 그리고
BakerRipley(베이커리플리)와 같은 기타 자원봉사단체(인도주의적 사명을 띠고
긴급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NRG Center 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들이 운영합니다.
Red Cross(적십자)와 휴스턴시 쉼터들은 자체 쉼터의 체류를 위해 어떠한 형태의
신분증도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베스터 터너(Sylvester Turner) 시장은 체류
신분이 일체의 비상대피 쉼터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휴스턴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성명을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쉼터가 필요한 어느 누구도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쉼터를 찾으시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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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족 중에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나 “유자격 외국인”이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 가구들 가운데는 다양한 체류 신분을 가진 가족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류 미비자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과 동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때로
“혼합신분(mixed status)”으로 부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구 내의 서류 미비자가
자신의 가구 내 미국 시민권자 자녀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유자격 외국인”인 다른
가족들을 대신하여 재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EMA 재난지원을 신청하려면 가족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가족 중 오직 한 명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한 명만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을지라도 가족 전원이 FEMA 재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구성원은 18 세
미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들은 해당 자녀를 대행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미국 시민이나 유자격 외국인을 대신하여 내가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이며 18 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를 대신하여 FEMA 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회보장 카드, 성명과
연령이 필요합니다. FEMA 에서는 여러분의 체류 신분에 대한 요구는 없으며, 오직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입니다. 신청에는 해당 자녀의 성명, 연령과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FEMA 는 사회보장번호의 취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FEMA 는 기타 가족들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림: FEMA 는
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기관으로서 신청 자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모든 신청자들에게 정부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재난구호의
수혜자격이 되는 이민자 구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로 이동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exaslawhelp.org/article/disaster-relief-immigrants
나의 ID 나 기타 서류들을 분실하고 합법적인 신분이나 신원을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닥칠 경우, 사람들이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수해, 그리고
폭풍피해로 인한 서류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한
사람들은 자신의 서류들을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민권, 체류 신분, 또는
ID 를 제시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완화해 주곤 합니다. 재난 이후 신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서류들을
분실하거나 남겨 둔 채로 떠나온 경우,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류 분실로 인하여 금융지원과 기타 복구와 관련된 혜택을
적시에 받아내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거나 훼손된 사람들은 서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분실 또는 훼손된 서류 재발급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Korean

7

외국인의 경우, 폭우 중에 비자/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국의 영사관/대사관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a.gov/hurricane-harvey. 자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영사관 및 외국정부”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폭우가 닥친 당일에 만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미이민국)에서는 허리케인 하비와
같은 불의의 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과 기간연장을 해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800) 375-5283(청각장애 및 난청용 TDD: (800) 767-1833)
내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여 재난 서비스 신청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에는 통상 영어 외의 언어들을 구사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거나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통역사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들은 현장에 배치되거나 전화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무료입니다. 휴스턴시의 기관들은 전화통역, 구두나 서면번역 서비스,
휴스턴시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나 지원을 구하는 비영어 구사자에게 필수적인 공적
서류의 번역을 비롯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통역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관 직원에게
자신의 사용언어를 밝히고 통역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통역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해 주도록 주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311 을 호출하거나
새 미국인 담당국의 전화 (832) 393-1010 으로 전화하십시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어 구사자용 자원” 섹션을 참고합니다.
재난 서비스를 받으면, “영주권(그린카드)”이나 미국 시민권 취득자격을 상실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긴급재난 구호조치는 USCIS(미이민국)에 의하여 공공부담 대상자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재난 서비스의 수혜 사실로 인해 이민자가 합법적인
영구거주(“그린카드" 취득)나 시민권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의
수혜로 인해 이민자가 “공공부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uscis.gov
서류 미비자의 경우, 노동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에게 법적
대응책은 있는 것입니까?
휴스턴시의 프로젝트를 맡은 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되어 일한 경우, 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 감찰국) 전화 (832) 394-5100 으로 연락하시거나 다음의
휴스턴시 OI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tontx.gov/legal/oi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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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Texas Workforce Commission(TWC:
텍사스 노동위원회)의 전화 (800) 832-9243 으로 연락하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wc.state.tx.us/.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Fe
y Justicia Worker Center(페 이 주스티샤 노동자 센터) 전화 (713) 862-8222 번이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http://www.houstonworkers.org/.

비영어 구사자
iSpeak Houston(아이스피크 휴스턴)
• iSpeak Houston(아이스피크 휴스턴)은 일반 시민들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필수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휴스턴시의 자원, 정보와 매체용 공식
포털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tontx.gov/ispeakhouston/
Alliance Language Network(얼라이언스 랭귀지 네트워크)
• 70 여 언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가 휴스턴 비영리단체, Alliance for Multicultural
Community Services(다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연합)을 통해 제공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lliancelanguagenetwork.org/

민족집단 커뮤니티
아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지만 또한 특정 민족집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일하는 데
전문지식을 가진 기구의 명단입니다.
Alliance for Multicultural Community Services(다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연합)
6440 Hillcroft St #411, Houston, TX 77081
(713) 776-4700
http://allianceontheweb.org/
• 재난 이후 이민자나 난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법률 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및 기타 특화된 자원
Arab American Cultural & Community Center (ACC) Houston(휴스턴 아랍계 미국인
문화 및 커뮤니티 센터)
10555 Stancliff Rd Houston, Texas 77099
(832) 351-3366
https://www.acchouston.org/
• 지역 쉼터용 기부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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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Association, Houston(휴스턴 방글라데시계 협의회)
13415 Renn Road Houston TX 77083
(713) 922-5569
http://www.bahouston.com/
• 물자 수집 및 배급
Boat People SOS(보트 피플 SOS)(베트남 커뮤니티 관련 전문지식)
11360 Bellaire Boulevard, Suite 910 Houston, TX, 77072-2531
(281) 530-6888
https://www.bpsos.org/
• 통번역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통한 지원, 사례관리, 그리고 재난 중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원을 위하여 기타 특화된 자원
Central American Resource Center(CRECEN: 중앙 아메리카계 자원 센터)
6601 Hillcroft, Suite#135, Houston, TX 77081
(713) 271-9703
http://www.crecen.us/
• 분실한 이민서류들의 재발급을 돕기 위한 무료 서비스 제공
Chinese Community Center(중국계 커뮤니티 센터)
9800 Town Park Drive, Houston, TX 77036
(713) 271-6100
http://ccchouston.org/
• FEMA 신청 지원의 제공
Ethiopian Community Organization in Houston(E.C.O.H: 휴스턴 내 에티오피아계
커뮤니티기구)
6440 Hillcroft #307 Houston, TX 77081
(832) 573-3699, (713) 516-5251, (281) 620-7402
http://www.ethiocoh.org/new_ecoh_frame_page.htm
• FEMA 신청 지원
Filipino Young Professionals of Houston(휴스턴 필리핀계 청년전문가)
http://www.fyphouston.com/
• 최초 대응인원과 휴스턴 쉼터 체류자들을 위한 식품의 구매용도로 사용할
구제기금을 설립했습니다.
Houston Hispanic Forum(휴스턴 히스패닉계 포럼)
500 Dallas St. - Suite 2700 Houston, Texas 77002
(713) 522-8077
http://hispanic-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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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ton Indian Community Association(휴스턴 인도계 커뮤니티 협회)
• 인도계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기구의 명단이 다음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houstonindia.us/associations.html
Hungarian American Cultural Association of Houston(HACA)(휴스턴 헝가리계
미국인 문화협회)
(713) 960-3483
http://hacahouston.org/
India House(인디아 하우스)
8888 West Bellfort Blvd, Houston, TX 77031
(713) 929-1900
https://www.indiahouseinc.org/
Iranian Cultural Foundation-Houston(휴스턴 이란계 문화재단)
4669 Southwest Fwy, Suite 800 Houston, TX 77027
(832) 767-1636
http://icfhouston.com/
Italian Cultural & Community Center(이태리계 문화 및 커뮤니티 센터)
1101 Milford Houston, Texas 77006
(713) 524-4222
http://www.iccchouston.com/
Japan America Society of Houston(휴스턴 일본계 아메리카 협회)
4543 Post Oak Place, Suite 220, Houston, TX 77027
(713) 963-0121
http://www.jas-hou.org/
• 학교용품 후원운동 주최
Korean Community Center of Houston(휴스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
1809 Hollister Street Houston, TX 77080
(713) 463-7770
http://www.kcchouston.org/
The Nigerian Foundation(나이지리아계 재단)
9888 Bissonnet St., Suite 630, Houston, Texas 77036
(713) 510-7771, (832) 731-7061
http://www.thenigerian.foundation/index.html
• 허리케인 구제기금 확립
Nigerian Muslim Association of Greater Houston
(광역 휴스턴 나이지리아계 무슬림 협회)
8875 Benning Dr. Houston,TX 77031
(713) 271-5221
http://www.masjidulmumine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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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Hellenic Educational Progressive Association(AHEPA: 아메리칸
그리스계 교육진보협회) 규칙 제 29 장
4201 Austin St, Houston, TX 77004
(713) 569-7716
http://www.ahepa29.org/
Pakistan Association of Greater Houston(광역 휴스턴 파키스탄계 협회)
12638 Bissonnet St, Houston, TX 77099
(713) 922-8456
http://paagh.com/
Polish American Council of Texas(텍사스 폴란드계 아메리칸 협의회)
http://www.polishamericancounciloftexas.org/wp/
• 허리케인 구제기금 확립
Taiwanese Heritage Society of Houston(휴스턴 대만계 헤리티지 협회)
5885 Point West Dr. Houston, TX 77036
(713) 271-5885
http://www.houston-taiwanese.org/
Texas German Society(텍사스 독일계 협회): Harris County(해리스 카운티) 지부
3405 Roseland Houston, Tx 77006
(713) 524-3988
http://www.texasgermansociety.com/
United Russian American Association(러시아계 아메리칸 연합회)
이메일: president.uraa@gmail.com
http://www.uraa.us/
Vietnamese American Community Center(베트남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센터)
9530 Antoine Dr. Houston, TX 77086
(713) 320-7555
http://www.annamcdc.org/
• 기본식품 공급과 FEMA 신청 지원
Vietnamese Culture and Science Association(베트남 문화 및 과학협회)
13080 Bellaire Blvd, Suite G, Houston, TX 77072
(281) 933-8118
http://www.vc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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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모든 사람을 지원하지만 또한 특정 종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일하는 데 전문지식을
가진 기구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ishel House(아이셸 하우스)
1955 University Blvd, Houston, TX 77030
(713) 522-2004
http://www.aishelhouse.org/
•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주택 및 코셔 식품 제공
Bellaire Jewish Center(벨레어 유태인 센터)
12 Bellaire Blvd, Bellaire, TX 77401
(832) 971-3781
http://www.bjchouston.org/
• 공급물자와 상품권의 픽업 장소
Catholic Charities(카톨릭 자선단체)
2900 Louisiana Street Houston, TX 77006
Disaster Relief Center(재난구호 센터): (713) 874-6594
본부: (713) 526-4611
https://www.catholiccharities.org/catholic-charities-hurricane-harvey-updates/
• 이민자/난민 피해자, 설립된 재난구호기금, 현물기부품 수집과 쉼터, 법률지원,
푸드 팬트리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워크숍 개최
• 쉼터나 물자를 제공하는 행정교구(군)과 기관의 명단의 열람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 참고하십시오: https://catholiccharities.org/wp-content/uploads/2017/08/Listof-Shelters.pdf
Chabad Lubavitch Center(샤바드 루바비치 센터)
10900 Fondren Road, Houston, TX 77096
하비 구호 핫라인:
(832) 240-5400
http://www.chabadhouston.com
• 식료품, 코셔 식사류, 용품, 상담과 재난 관련 지원의 제공
• 지원이 필요하시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Eek-AiL-oJF0i9JkqV3fdtPRGJrprq6Dkcn_G65r622Q8w/viewform
• 케이티/웨스트 휴스턴(Katy/West Houston) 지역에서 지원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이용하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laU9tsMtEPBRdwKBuNh3flBPCX
ud-sh6rVIMAQpt6jQ34A/viewform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예수 그리스도 말일성도교회: 몰몬교)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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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5 Champion Forest Dr Spring, TX 77379-7036
(281) 376-6804
https://www.lds.org/temples/details/houston-texas-temple
• 하비 피해자 지원용으로 준비하는 금전과 현물기부품의 수집
Evelyn Rubenstein Jewish Community Center of Houston(휴스턴 에블린
루벤스타인 유태인 커뮤니티 센터)
5601 S. Braeswood, Houston, TX 77096
(713) 729-3200
http://www.erjcchouston.org/
• 각종 생활용품, 상품권 등의 픽업 장소
Interfaith Ministries(초종교 봉사단)
3303 Main Street Houston, TX 77002
(713) 533-4900
https://www.imgh.org/
• 노년층 시민과 휴스턴 난민들을 대행하여 성금의 모금.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고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cure2.convio.net/imfgh/site/Donation2?df_id=1682&mfc_pref=T&1682.d
onation=form1
Islamic Society of Greater Houston(광역 휴스턴 이슬람 협회)
하비 구호 핫라인: (832) 941-0766
https://isgh.org
• 연관되어 있는 모스크에서 식료품, 쉼터, 상담과 물자의 제공
Jewish Federation of Greater Houston(광역 유태인 연맹)
5603 South Braeswood Blvd, Houston, TX 77096
(713) 729-7000
https://www.houstonjewish.org/
• 구호사업의 조정, 기부금과 상품권의 제공
Meyerland Minyan(메이어랜드 미냔)
9002 Chimney Rock Rd Houston TX 77096
(713) 664-1687
http://www.meyerlandminyan.org/
• 용품(수건, 침구 등 포함)과 코셔 식사류의 픽업 장소, 수해를 입은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의 주거제공 조정업무
Robert M. Beren Academy(로버트 M. 베렌 아카데미)
11333 Cliffwood Dr, Houston, TX 77035
(713) 723-7170
http://www.berenacademy.org/
• 학교 커뮤니티용 기부금 모금, 코셔 식사류의 픽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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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A International (SEWA 인터내셔널)
1712 Hwy 6, Houston, TX 77077
Sewa International 핫라인:
(281) 909-7392
https://sewausa.org/chapter/houston/houston-overview
• 500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발이 묶인 가정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물자와 필수품들이 쉼터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트럭과 보트를 동원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들은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outhern Baptists of Texas(텍사스 남침례회)
http://sbtexas.com/evangelism/disaster-relief/hurricane-harvey-dr-information/
• 재난구호사업, 성금과 현물 기부품 수집, 그리고 심터로서 지역교회 개방준비
Tzu Chi(추 치)
6200 Corporate Dr. Houston, TX 77036
(713) 981-8966
https://www.tzuchi.us/houston/
• 도움이 필요한 휴스턴 시민들에게 구호봉사자 파견.
• 허리케인 구호기금 설립.

쉼터
쉼터는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를 입은 휴스턴 시민들이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의 수용능력과 장소가 바뀌므로, 다음 링크들을 클릭하여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관련 최신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쉼터로
가시기 전에 아직 열려 있는 상태인지를 전화로 확인하시도록 권장합니다. 가장 가까운
쉼터를 찾으시려면, (346) 214-0739 으로 우편번호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

City of Houston(휴스턴시)
o http://abc13.com/weather/list-of-shelters-around-houstonarea/2341032/?ct=t

•

Google Crisis Response(구글 위기대응) 사이트에서는 개방/전면가동 쉼터를
표시하는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http://google.org/crisismap/2017-harvey

•

Red Cross(적십자)
o http://www.redcross.org/get-help/disaster-relief-and-recoveryservices/find-an-open-shelter?ct=t

•

Coalition for the Homeless(노숙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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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ttp://campaign.r20.constantcontact.com/render?m=1102600045022&ca=
cb2b75b5-43cc-4701-b31c-e55ac9a2bdf2&ct=t

•

Crowd-Sourced Resource(크라우드 소싱 자원)(정규 최신정보와 쉼터의
필요사항):
o https://johnnyqbui.github.io/Houston-Shelters/

•

Islamic Society of Greater Houston(광역 휴스턴 이슬람 협회)
o https://isgh.org/harvey/

•

The Children’s Center, Inc.(더 칠드런스 센터 협회)
o 쉼터 연결 전화번호: 1 (844) 763-8861
o https://thechildrenscenterinc.org/

의료 서비스
City of Houston Health Department(휴스턴시 보건부)
커뮤니티의 현재와 향후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전통적 보건 서비스와 자원의 제공.
가족계획, 예방접종, 결핵진단, 성병치료, 및 치과치료를 포함한 서비스.
•
•
•
•
•

보건 센터의 위치와 추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www.houstontx.gov/health/HealthCenters/index.html
대부분의 서비스에는 차등비용이 적용됩니다. 휴스턴 보건부(Houston Health
Department)에서는 지불능력이 없음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자 또는 무보험환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832) 393-5427 으로 전화하여 서비스 일정을 잡으십시오. 모든 서비스가 각 보건
센터에서 제공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arris County Hospital District(HCHD: 해리스 카운티 의무국)
해리스 카운티 주민들에게 성인체중관리, 정신 및 행동건강, 1 차의료 및 전문의료, 및
기타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s://www.harrishealth.org/en/pages/home.aspx
•
•

클리닉 위치와 진료시간은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s://www.harrishealth.org/en/services/locations/pages/default.aspx
의료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지만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숙인 프로그램 대상 건강관리를 받는 환자에게는 의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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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로서 무보험상태인 경우, Harris Health 의 자격(등록) 센터에서 의료지원
대상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신규 환자정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harrishealth.org/en/services/locations/pages/newpatient.aspx

Ibn Sina Community Clinic(이븐 시나 커뮤니티 클리닉)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 가정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용품들을 제공합니다: 진료,
혈당검사, 혈압검사, 심전도(EKG), 인슐린, 파상풍 예방접종, 보건교육 서비스, 상담시간,
제한의학, 제한위생 및 지카 바이러스 용품, 옷과 식료품.
•
•
•
•

클리닉 위치와 진료시간은 아래 웹사이트 방문: www.ibnsinafoundation.org
어느 누구도 지불능력이 없다고 의료 서비스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자 또는 무보험환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HOPE Clinic(희망진료소)
아무 차별없이 광역 휴스턴의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언어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고품질의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자 가정을 대상으로
1 차 진료 워크인 치료와 재난구호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만다린어, 광동어,
베트남어, 한국어, 버마어, 아랍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비롯한 14 개의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www.hopechc.org/.
•
•
•
•
•

클리닉 위치와 진료시간은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www.hopechc.org/location/
예약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713) 773-0803.
어느 누구도 지불능력이 없다고 의료 서비스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자 또는 무보험환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Shifa USA(시파 USA)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무료 제공합니다. 휴스턴 지역의 총 4 개소
클리닉들이 문을 열어 전체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shifausahouston.org/.
•
•
•
•
•

클리닉 위치와 진료시간은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shifausahouston.org/locations/
본부와의 연락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713) 779-1555
Shifa USA 는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보험가입자 또는 무보험환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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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d Parenthood Gulf Coast(멕시코만 연안지역 가족계획연맹)
휴스턴 지역 건강 센터에서 다음을 포함한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급성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응급피임, (감염, 골반통, 출혈, 또는
유방 종괴와 같은) “건강문제” 내원, 비정상적인 Pap test(팹 테스트: 자궁암
조기검사법)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선호하는 산아제한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한
HOPE 내원(Hormonal Options without Pelvic Exams(골반검사 없는 호르몬 옵션)). 본
프로그램은 2017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
•
•
•
•
•

이용권 문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전화번호: (713) 831-6589
예약 전화번호: (713) 522-3976
예약 무료전화번호: 1 (800) 230-7526
지불능력에 따른 진료 거부는 없습니다
보험가입환자나 무보험환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민 지위와 상관 없이 휴스턴 주민 전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Houston Healthcare for the Homeless(노숙인을 위한 휴스턴 건강관리)
휴스턴 노숙인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종합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 희망과 존엄성을
증진합니다.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들에게 진료, 정신의학, 상담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less-healthcare.org/.
•
•
•
•

클리닉 위치와 진료시간은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s://www.homeless-healthcare.org/locations-schedules
어느 누구도 지불능력이 없다고 의료 서비스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자 또는 무보험환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ECHOS Houston(휴스턴 예수공현 커뮤니티 건강봉사지원 서비스)
치과, 검안, 혈압 등을 비롯한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 확인하십시오: http://echos-houston.org/.
•
•
•

본부 전화번호: (713) 270-0369
보험가입자나 무보험자 대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민 지위와 상관 없이 휴스턴 주민 전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Bayou Action Street Health – BASH(베이유 액션 스트리트 헬스)
BASH 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 재난구호정보와 건강정보를 찾아보십시오.
건강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해당 Facebook 페이지에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https://www.facebook.com/Bayou-Action-Street-Health-BASH868606126613493/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힌디어 및 우르두어를 포함한 언어로
통역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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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acebook 페이지를 확인하여 휴스턴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자원봉사 의료진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보험가입자 또는 무보험환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Living Hope Wheelchair Association(산 소망 휠체어 협회)
의료용품과 장비를 제공하며,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 참고합니다:
http://www.lhwassociation.org/
•
•
•

영어 및 스페인어 지원 전화번호: (281) 764-6251
보험가입자나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민 지위와 상관 없이 휴스턴 주민 전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Rx Open (Rx 오픈)
재난피해지역 인근에 문을 연 약국들을 찾는 환자들을 돕습니다. 서비스는 헬스케어
레디(Healthcare Ready)에서 제공합니다.
•
•
•
•
•

근무 약국지도와 기타 자원을 이용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https://www.healthcareready.org/rxopen?fref=gc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보험가입자 또는 무보험환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Kidney Community Emergency Response(KCER: 신장 커뮤니티 응급대응)
환자들은 KCER 핫라인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투석시설에 연락하고 개원한 투석시설을
찾으시면 됩니다. 응급대응에 관한 KCER 자원은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www.kcercoalition.com/en/hurricane-harvey/.
•

KCER 핫라인으로 연락: (866) 90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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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음 서비스들을 통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구호활동을 제공합니다.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노화 및 장애 자원센터)
https://hhs.texas.gov/services/aging/long-term-care/aging-disability-resource-center
(855) 937-2372
Living Hope Wheelchair Association(산 소망 휠체어 협회)
http://www.lhwassociation.org/
(281) 764-6251
Mayor’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시장실 산하 장애인 담당국)
http://www.houstontx.gov/disabilities/
(832) 394-0814
National Center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국립 장애대학생 센터)
http://www.nccsdonline.org/harveyflood.html
1 (800) 626-4959
• 장애인에 대한 대피지원, 기타 추가 자원
Portlight Strategies(포트라이트 전략)
http://www.portlight.org/home.html
허리케인 하비 장애인 핫라인: (800) 626-4959
Rehabilitation Services Volunteer Project(자원봉사자 재활 서비스)
www.rsvptexas.org
(855) 825-7787
United Spinal Association of Houston(휴스턴 연합척수협회)
www.unitedspinalhouston.org
(713) 364-4724

정신건강 서비스
Alliance for Multicultural Community Services Wellness Center(다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웰니스 센터 연합)
(713) 776-4700
http://allianceontheweb.org/
• 난민 커뮤니티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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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Charities Counseling Services(카톨릭 자선단체 상담 서비스)
가족상담 전화번호: (713) 874-6602 또는 (713) 874-6502
본부 연락번호: (713) 526-4611
https://www.catholiccharities.org/our-services/strengthening-families/counselingservices/
Depelchin Children’s Services(데뻴솅 칠드런스 서비스)
(713) 730-2335
https://www.depelchin.org/counseling/
Disaster Distress Hotline(재난고충 핫라인)
(800) 985-5990 을 이용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66746 으로 “TalkWithUs”를 입력하십시오.
www.disasterdistress.samhsa.gov
FEMA Crisis Counseling(FEMA 위기상담)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를 입은 휴스턴 시민들은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필요할 경우, 연방 차원에서 선포한 대형재난 피해자들에게
대형참사나 그 여파로 인하거나 악화된 정신건강문제를 완화할 목적의 위기상담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도록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은 단기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FEMA 상담전화 1 (800) 621-FEMA (1 (800) 621-3362)로 연락하십시오.
• 언어장애인나 청각상실자 및 TTY 사용자로서 재난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전화
1 (800) 462-7585 을 이용합니다.
• 다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mentalhealth.samhsa.gov/cmhs/EmergencyServices/progguide.asp
Houston Galveston Institute(휴스턴 갤버스턴 연구소)
(713) 526-8390
http://www.talkhgi.org/
Jewish Family Services(유태인 가정 서비스)
(713) 667-9336
http://www.jfshouston.org/counselingservices.php
Memorial Assistance Ministries (Spring Branch) (메모리얼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
스프링 지부)
(713) 468-4516
https://www.maministries.org/
• 서비스는 Memorial Assistance Ministries(메모리얼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
우편번호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의 최신
우편번호지역 목록은 수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거나 다음 페이지를 방문,
확인하십시오: https://www.maministries.org/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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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America of Greater Houston(광역 휴스턴 전신건강 아메리카)
위기중재 핫라인: (832) 416-1177
재난고충 핫라인: 1 (800) 985-5990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와 연결하시려면 66746 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http://www.mhahouston.org/hurricane-harvey-resource-list/
Montrose Center(몬트로즈 센터)
(713) 529-0037
http://www.montrosecenter.org/hub/services/behavioral-health/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국립자살방지 생명의 전화)
생명의 전화: 1 (800) 273-8255
농아 및 난청의 경우: 1 (800) 799-4889
https://suicidepreventionlifeline.org/help-yourself/disaster-survivors/

가족과 어린이
L.I.F.E. Houston(L.I.F.E. 휴스턴)
(713) 528-6044
lifehouston.org
• 무료 유아용 유동식
Texas Diaper Bank(텍사스 기저귀 은행)
(210) 731-8118
http://texasdiaperbank.org
• 텍사스의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기저귀를 공급합니다.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 영양보조 프로그램)
사이트
휴스턴 보건부에서는 하비의 전례 없는 수해 피해자 지원 전용의 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WIC)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사이트는 임산부, 최근에 출산한 산모, 영유아,
그리고 5 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WIC 혜택을 받도록 등록작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인근의 WIC 사이트를 찾으시려면, 2-1-1 으로 연락하십시오.
• 운영시간은 9 a.m.부터 5 p.m.까지입니다.
• WIC 카드, 식료품이나 유아용 유동식 수당을 놓고 대피한 WIC 고객들의 경우,
개설된 WIC 클리닉으로 가시면 해당 품목들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피해자들은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WIC 수당의 필요성을 신고하는 자진신고
양식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와 5 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자는 누구나 해당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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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C 신청에 관심이 있는 자와 수당이 필요한 현행 고객들은 (832) 393-5427 으로
전화하십시오.

재해구호용 식료품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fns.usda.gov/disaster/texas-disaster-nutrition-assistance

식료품 지원
SNAP/WIC(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 영양보조 프로그램)
• SNAP 푸드 스탬프는 더운/조리된 식품 구입에 사용 가능합니다:
http://abc13.com/food-stamps-can-be-used-to-purchase-hot-foods/2347523/
• WIC 참여자는 분실한 카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800) 942-3678
• 211 로 전화하여 가장 가까운 WIC 클리닉을 찾아 재발급 카드와 지원을
받으십시오.
Food Banks(푸드뱅크)
이동식 푸드 트럭은 폭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동원될 예정입니다.
2-1-1 로 전화하여 상세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feedingtexas.org
• Austin Food Bank(오스틴 푸드뱅크) / (512) 282-2111 /
https://www.centraltexasfoodbank.org
• Houston Food Bank(휴스턴 푸드뱅크) / (832) 369-9390 / houstonfoodbank.org
• Galveston Food Bank(갤버스턴 푸드뱅크) / (409) 945-4232 /
galvestoncountyfoodbank.org
• Food Bank of the Golden Crescent(골든 크레센트 푸드뱅크)(Victoria) /
(361) 578-0591 / victoriafoodbank.org (Closed Friday)
• Corpus Christi Food Bank(코퍼스 크리스티 푸드뱅크) / (361) 887-6291 /
foodbankcc.com
• Southeast Texas Food Bank(사우스이스트 텍사스 푸드뱅크)(Beaumont) /
(409) 839-8777 / setxfoodbank.org
• Food Bank of the Rio Grande Valley(리오그란데 밸리 푸드뱅크)(Pharr) /
(956) 682-8101 / foodbankrgv.com
• Brazos Valley Food Bank(브라조스 밸리 푸드뱅크)(Bryan) / (979) 779-3663 /
bvfb.org
• Central Texas Food Bank(센트럴 텍사스 푸드뱅크)(Austin) / (512) 282-2111 /
centraltexasfoodbank.org
• San Antonio Food Bank(샌안토니오 푸드뱅크) / (210) 337-3663 / safoodbank.org
ECHOS Houston(휴스턴 예수공현 커뮤니티 건강봉사지원 서비스)
• 긴급 푸드 팬트리는 주중에 ECHOS Houston(휴스턴 예수공현 커뮤니티
건강봉사지원 서비스) 캠퍼스에서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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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와 상세정보는 다음을 방문, 확인합니다: http://echos-houston.org/
본부 전화번호: (713) 270-0369

무료 및 저가급식
• 2017-2018 학년도에 HISD 학생들이 3 식을 받으려면, 학부모님들은
https://mealapps.houstonisd.org/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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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아래 쉼터에서 자택이나 친지나 친척집까지 무료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목적지는 반드시
근처 또는 휴스턴 지역이여만 하고 운전하기에 안전한 노선이어야 합니다.
• George R Brown Convention Center(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 NRG Stadium
(NRG 스타디움), Toyota Center(토요타 센터), Metropolitan Baptist
Church(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
•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 Uber(우버), Lyft(리프트), Yellow Cab(옐로우캡), 그리고
Metro Vouchers(메트로 바우처스)
견인된 자동차를 찾으려면
• 311 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www.findmytowedcar.com.
Houston Metro(휴스턴 메트로)
• METRO(메트로)의 고객관리 팀: (713) 635-4000
• 휴스턴 승객들에게는 METRO Twitter 및 Facebook 페이지를 모니터링하여 환승
서비스에 관한 적시의 정보를 찾으십시오.
• METRO 는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경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www.ridemetro.org.
• METROLift(메트로리프트)에서는 METRO 에서 지정한 노선 버스의 탑승,
주행이나 하차를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해당 버스가 휠체어 리프트나 램프가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ridemetro.org/Pages/MLWhatHow.aspx

법률 서비스
Texas State Law Library(텍사스 주 법률도서관)
텍사스의 재해구호 관련 법률 서비스의 일반 정보는 다음을 방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guides.sll.texas.gov/disaster-relief/general-legal-information
Immigration Rights Hotline(이민자 권익보호 핫라인)
(888) 507- 2970
Houston Immigration Legal Services Collaborative(휴스턴 이민법률 서비스 협업체),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TX(텍사스 아메리칸 시민자유연맹), United We
Dream(유나이티드 위 드림), National Association of Latino Elected and Appointed
Officials(NALEO: 전국 라틴계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협회), 및 기타 기구들이
주관합니다.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 이민과 재난구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행정명령, SB4, 및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를 비롯한 이민법
• 이민자로서 여러분이 가지는 미국에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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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금된 친척들을 찾는 데 조력을 구하는 가족들
구금 및 국외추방 절차
증오나 차별사건의 신고
이민법률 서비스를 구하는 자
여행금지(Travel Ban)에 관한 문의

Houston Immigration Legal Services Collaborative(휴스턴 이민법률 서비스 협업체)
무료나 저가 이민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이민법률 서비스 제공자. 이들은
재난지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민사법률구조의 기타 유형에 관해서는 아래의 자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houstonimmigration.org/
• 휴스턴의 비영리 이민자 법률 클리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houstonimmigration.org/events/
• 이민법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서 찾으십시오:
http://houstonimmigration.org/locator/
Catholic Charities(카톨릭 자선단체)
• 본부 연락번호: (713) 526-4611
• 법률 클리닉은 다음에서 찾으십시오:
https://catholiccharities.org/news-events/calendar/
•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713) 874-6570 이나 (713) 595-4100 으로 전화하여
사전에 법률 클리닉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ouston Volunteer Lawyers(휴스턴 자원봉사 변호사 모임)
• 이민자 지위에 상관 없이 민사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클리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https://www.makejusticehappen.org/node/17/calendar
• 또는 전화로 이용하십시오: (713) 228-0732
Lone Star Legal Aid(론스타 법률구조단)
• 휴스턴(Houston), 앵글턴(Angleton), 보몬트(Beaumont), 벨턴(Belton),
브라이언(Bryan), 콘로(Conroe),갤버스턴(Galveston), 롱뷰(Longview),
나코그도치스(Nacogdoches), 파리(Paris), 텍사카나(Texarkana), 타일러(Tyler),
및 와코(Waco)
• (800) 733-8394
• http://www.lonestarlegal.org/
Texas Rio Grande Legal Aid(텍사스 리오그란데 법률구조)
• 다음 카운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www.trla.org/about/service-area
• 재난구호 핫라인: 1 (866) 757-1570
• http://www.trla.org/disasters
The State Bar of Texas(텍사스 주 변호사협회)
• 법률 서비스 재난 핫라인: (800) 504-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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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로 답변함
발신자는 언제든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는 무료, 제한적 법률지원을 자원봉사로 제공해 온 텍사스 변호사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서류미비 휴스턴 시민
서류 미비자도 모든 재해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서류 미비자이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는 많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휴스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스턴 지역 비영리단체들이 기타 정부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되지 않는
서류미비가정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류 미비자이더라도, 쉼터에 갈 수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쉼터는 지역 커뮤니티, Red Cross(적십자), 및 기타
BakerRipley(베이커리플리)(인도주의 사명을 띠고 긴급구호 서비스에 나서고 NRG 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와 같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운영합니다. Red Cross(적십자)와
휴스턴시 쉼터들은 자체 쉼터의 체류를 위해 어떠한 형태의 신분증도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베스터 터너 시장(Mayor Sylvester Turner)은 체류 신분이 일체의
비상대피 쉼터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휴스턴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명료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쉼터가 필요한 어느 누구도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쉼터를
찾으시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난민
Alliance for Multicultural Community Services(다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연합)
6440 Hillcroft St Ste 411, Houston, Texas, TX 77081
(713) 776-4700
www.allianceontheweb.org
Amaanah Refugee Services(아마나 난민 서비스)
10333 Harwin Drive #675, Houston, Texas 77036
(713) 370-3063
https://refugeelink.com/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Galveston-Houston(대주교구 갤버스턴휴스턴 카톨릭 자선단체)
2900 Louisiana St, Houston, Texas, TX 77006
(713) 52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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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tholiccharities.org
Interfaith Ministries for Greater Houston(광역 휴스턴 초종교 봉사단
3303 Main St, Houston, Texas, TX 77002
(713) 533-4900
www.imgh.org
International Emergency and Development Aid(IEDA RELIEF:
국제긴급개발구호단체)
10101 Fondren Road, Suite 570, Houston, Texas 77096
(713) 774-2522
www.iedarelief.org
Refugee Council USA Resource Guide(미국 난민 협의회 자원 가이드)
http://mailchi.mp/eb188e39bbe3/hurricane-harvey-relief-daca-action-today?e=[UNIQID]
Refugee Services of Texas(텍사스 난민 서비스)
6065 Hillcroft St Houston, Texas, TX 77081
(713) 644-6224
https://www.rstx.org
YMCA International Services(YMCA 국제 서비스)
6671 Southwest Fwy, Suite 250, Houston, TX 77074
(713) 339-9015
www.ymcahouston.org/ymca-international

FEMA 현금지원
FEMA 현금지원 - 주거비 이외
FEMA 에서는 재해 관련 의료 및 치과비용, 재해 관련 장례 및 매장비용, 피복, 가구비품,
직업에 필요한 도구, 교육자료, 난방연료, 청소용구, 차량손괴, 이동 및 저장비용, 및
FEMA 에서 필요하다고 간주하거나 법으로 허용된 기타 비용 현금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드시 신청자이나 동거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유자격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와 지원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아래 웹사이트 방문: https://www.fema.gov/apply-assistance
• 전화로 신청: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1 (800) 621-3362 또는 TTY 1 (800) 4627585.
• 직접 신청: George R. Brown Convention Center(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
또는 NRG Stadium(NRG 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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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번호(SSN): 여러분이 서류 미비자일 경우, 개인적으로는 FEMA 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성인 가족이 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정보: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 재정정보: 재난 시점에 여러분 가족의 총 가구소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연락정보: 피해가 발생한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FEMA 에서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기입해야 합니다. FEMA 에 연락이 가능한 여러분의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전자식 자금이체(EFT) 직접입금(예치)정보(선택사항): 여러분의 지원 수혜자격이
결정되고 기금이 여러분의 계좌로 이체되기를 선호하실 경우, 금융기관명,
계좌유형, 라우팅 번호와 계좌번호를 비롯한 여러분의 은행업무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긴급금융지원
다음 기구들은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입은 휴스턴 시민으로서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BakerRipley(베이커 리플리)
(713) 558-6363
DRServices@bakerripley.org
https://www.bakerripley.org/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1 대 1 재난사례관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합니다. 이재민과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Harris(해리스), Fort Bend(포트 벤드),
Montgomery(몽고메리)나 Waller(월러) 카운티에 거주해야 합니다
Catholic Charities(카톨릭 자선단체)
본부: (713) 526-4611
재난구호 센터: (713) 874-6594
https://catholiccharities.org/
Memorial Assistance Ministries (Spring Branch) (메모리얼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
스프링 지부)
(713) 468-4516
https://www.maministries.org/
• 긴급지원은 Memorial Assistance Ministries(메모리얼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
우편번호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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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지역 목록은 수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거나 다음 페이지를 방문,
확인하십시오: https://www.maministries.org/housing
YMCA International Services(YMCA 국제 서비스)
(713) 339-9015
https://www.ymcahouston.org/locations/ymca-international
• 긴급지원은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열려 있습니다

기부 및 기타 지원
Alliance of Hurricane Harvey Disaster Relief Efforts(허리케인 하비 재난구호사업연합)
(281) 948-1840
http://disasterreliefefforts.org/
• 기부금 배분 센터 유지
Career Gear Greater Houston Hurricane Relief Center(커리어 기어 광역 휴스턴
허리케인 구호 센터)
PlazAmericas Mall, 7500 Bellaire Blvd Ste BB20, Houston, Texas 77036
(713) 778-9959
https://www.careergearhouston.org/index.html
• 제공사항: 피복, 위생용품, 침구류
• 월-토 10am-7pm, 예약이나 의뢰는 불필요함
ECHOS Houston(휴스턴 예수공현 커뮤니티 건강봉사지원 서비스)
(713) 270-0369
http://echos-houston.org/
Houston in Motion(휴스턴 인 모션)
http://houstoninmotion.org/flood-form/
• 난민과 이민자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 수용 양식.
•

스페인어와 아랍어로 이용이 가능한 웹페이지

Living Hope Wheelchair Association(산 소망 휠체어 협회)
(281) 764-6251
http://www.lhwassociation.org/
의료용품과 기타 장비 기증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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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임차) 및 유틸리티(공공요금) 지원
유틸리티 회사, 은행, 대출기관 등에 전화하여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수수료의 면제나
지불금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청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회사들이 이같은 요청을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는 지불금을 면제한 회사들입니다:
텍사스의 자연재해나 주의 긴급상황 아래에서 바가지 요금은 불법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지나는 중이나 이후에 사기를 당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s Consumer Protection
(법무장관실 산하 소비자보호국)
무료 핫라인: (800) 621-0508
consumeremergency@oag.texas.gov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미국 중소기업청)
• 비영리, 사업체, 및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재난구제 대출을 제공합니다.
• 각종 규모의 사업체, 사적인 비영리기구, 주택소유주, 및 입주자(임차인)들에게
저리의 재난대출을 제공합니다.
• SBA 재난대출은 선포한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다음 항목들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건물, 개인자산, 기계류와 장비, 그리고 재고자산 및
영업자산.
• https://disasterloan.sba.gov/ela
Memorial Assistance Ministries (Spring Branch)
(메모리얼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 스프링 지부)
(713) 468-4516
https://www.maministries.org/
• 긴급 렌털(임차) 또는 유틸리티 청구액(공공요금 지급) 지원은 Memorial
Assistance Ministries(메모리얼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 우편번호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의 최신 우편번호지역 목록은
수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거나 다음 페이지를 방문, 확인하십시오:
https://www.maministries.org/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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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권리
임대한 건물이 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파손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귀하의 임대 계약서 조항을 읽어보십시오. 사본이 없으면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알림: 임대 계약서가 없더라도, 건물주는 여전히 해당
재산에 대한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재산 피해에 관하여 건물주에게 전하십시오. 어떠한 수리가 필요한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리 중에는 해당 건물로부터 떠나 있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귀하의 건물주가 재난때문에 이사했으면, 건물주가 렌트비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는 렌트비를 보내지 마십시오. FEMA 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렌트비
지급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건물 피해 때문에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습니까?
임대 계약서의 조건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 계약서를 먼저 읽어보십시오.
임대 계약서가 없거나 재난을 다루지 않고 있더라도, 다음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거주 목적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면 그 건물은 현 상태로는 거주가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 또는 건물주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서면 통지를 통해 임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살던 건물의 렌트비는 여전히 지급해야만 합니다. 렌트비 지급의
일시중단이나 삭감을 놓고 건물주와 협상을 시도하십시오. 임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사 나가는 날짜까지 비례배분 렌트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만기가 지난 렌트비를 포함하여 해당 시점까지 누적된 일체의 요금은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날짜와 더불어 새 우편 주소를
기입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재난으로 인하지 않은 건물 피해가 있을 경우,
건물주는 여러분의 임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피해를 보상 받을 목적으로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에서 원천징수될 경우, 건물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리와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한 계산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요금은 임대 계약서와는 별개이며, 공익기업체에 전화를 하여 공급 서비스를
차단합니다. 회송주소를 제공하여 공공요금 보증금의 반환분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공공 서비스가 차단되는 일자까지는 여러분에게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건물을 수리하는 동안 계속 거주가 가능하면 주거 목적상 부분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임대 계약에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건물주는 수리를 위해
부동산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받기까지는 수리를 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해당 건물에서 살고 있는 한, 임대 계약서에 따라 반드시 렌트비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당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렌트비의 삭감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는 통로, 풀, 주차장 및 세탁실과 같은
공동구역이 포함됩니다. 건물주가 임시로 렌트비 삭감에 동의할 경우,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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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계약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삭감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마무리될
수리작업을 기다리는 동안에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렌트비 삭감을 위한
법원의 명령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면 건물주가 렌트비를 인하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건물주가 동의하거나 임대 계약서에 따라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입주자가 렌트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와 상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십시오.
여러분이 불가능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렌트비의 삭감을 위한 법원명령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으로 실직하고 렌트비를 못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가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퇴거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추후 여러분을 상대로 퇴거사건을 접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렌트비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귀하는 렌트비의 일부를 삭감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렌트비 삭감을 돕는 기관에 연락할 것을 권합니다.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도 건물주가 나를 즉시 퇴거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주는 특정 일자까지 퇴거할 것을 통보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후에 소송을
접수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퇴거될 수는 없습니다.
•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30 일 통지를 주면서 강제 퇴거를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건물주가 출입문을 폐쇄하고 열쇠제공을 거부할 경우, 지방 치안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치안판사는 “재점유 영장”에 서명하여 건물주에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즉시 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여전히 거주할 수 있을 경우, 임대 계약이 끝나기까지는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건물주는 거주에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사를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리를 하는
동안, 건물주는 입주자를 임시로 내보낼 수는 있으나, 임대 계약서이 끝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재입주를 허용해야 합니다.
퇴거 명령 소장을 송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서류를 잘 읽어 보고 오라는 날짜에 반드시 출두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십시오.
• 귀하는 자신을 대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론스타 법률구조단(Lone Star Legal
Aid)에 전화하여 정보를 얻거나 자격이 될 경우에 자신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 케이스에 따라 도움을 줄 친구가 한 사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 심에서 패소를 할 경우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이나 선납 렌트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주소를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건네준 후 30 일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법률
상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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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권리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론스타 법률구조단(Lone Star Legal Aid): (713) 652-0077
휴스턴 자원봉사 변호사 모임(Houston Volunteer Lawyers): (713) 228-0732
개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 주 변호사 협회(Texas State Bar)를
통해 물색합니다: https://www.texasbar.com/findalawyer/
City of Houston Fair Housing Office(휴스턴시 공정주택업무처) 직원에게 연락하려면:
공정주택업무처 핫라인: (832) 394-6240
http://www.houstontx.gov/housing/tenant_law_call.html
Greater Houston Fair Housing Center(광역 휴스턴 공정주택업무 센터)로 연락하려면:
(713) 641-3247
2626 South Loop West Ste 406, Houston, TX, 77054
http://www.greaterhoustonfairhousingcenter.cfsites.org/
• 주택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시면 GHFHC 에 연락하여 무료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주택 렌트, 매매, 융자, 평가 및 보험 가입에서 차별은 불법입니다. 이
말은 곧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가족 신분, 물리적/정신적 능력에 기준하여 다른
사람들과 달리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전에 건물주와의 중재를 요구하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The Dispute Resolution Center(분쟁해결 센터)
(713) 755-8274
Harris County Annex 21, 49 San Jacinto, Suite 220, Houston, TX 77002
https://drc.harriscountytx.gov/en-usa/Pages/Default.aspx
• 건물주가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을지라도, 분쟁해결 센터(Dispute
Resolution Center)에서는 입주자가 소장을 제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입주자 권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ttorney State General’s Office(주 법무부 겸 검찰청) 웹사이트
www.texasattorneygeneral.gov/cpd/tenant-rights

취업 지원
Texas Workforce Commission(텍사스 인력위원회)
•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난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은 일반 실업수당을
신청할 ㅅ 있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실업수당 신청:
https://www.twc.state.tx.us/jobseekers/unemployment-benefits-services.
• Texas Workforce Commission(텍사스 인력위원회)의 전화번호: 1 (800) 939-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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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Workforce Commission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텍사스
인력위원회 재난실업지원)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반 실업수당 자격이 안되면 재난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twc.state.tx.us/jobseekers/disaster-unemployment-assistance
• Texas Workforce Commission(텍사스 인력위원회)의 전화번호: 1 (800) 939-6631.
재난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난때문에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직업을 잃음.
• 재난지역에 거주, 근무, 또는 여행함.
• 직장이 피해를 입거나 문을 닫음.
• 근무를 시작할 예정있으나 해당 일자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음.
• 부상을 당하거나 무력화됨.
• 가구주의 사망으로 인해 가구의 주 수입원이나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됨.
임시 및 계절노동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용되었을 주간의
DUA(재난실업지원)에 대해서만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계절노동자는 재난 이후
4 주간 일하고 고용이 종료되는 것이었으면 해당 노동자는 DUA 의 오직 4 주간에 한해
자격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기관들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lliance Financial Opportunity Center(연합 재무분야 취업기회 센터)
(713) 776-4700
https://allianceontheweb.org/financial-center/
Career & Recovery Resources, Inc.(경력 및 경력회복 지원협회)
(713) 754-7000
http://www.careerandrecovery.org/
Family Services of Greater Houston(광역 휴스턴 가족 서비스)
(713) 861-4849
http://www.familyhouston.org/houston-employment-services/
Goodwill Houston(굿윌 휴스턴)
(713) 692-6221
http://www.goodwillhouston.org/jobs/employment-opportunities/
Houston Area Urban League(휴스턴 지구 도시연맹)
(713) 393-8700
http://www.haul.org/programs/wd
• 인력개발 프로그램 매니저: (281) 220-6012
• 인력 및 경제개발담당 책임자: (713) 393-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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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 Assistance Ministries (Spring Branch)
(메모리얼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 스프링 지부)
(713) 468-4516
https://www.maministries.org/
• 서비스는 Memorial Assistance Ministries(메모리얼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
우편번호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의 최신
우편번호지역 목록은 수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거나 다음 페이지를 방문,
확인하십시오: https://www.maministries.org/housing
Northwest Assistance Ministries
(노스웨스트 어시스턴스 미니스트리스)
(281) 885-4555
http://namonline.org/about-us/employment-opportunities/
• 금융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281) 583-5600
Texas Workforce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Job Seekers(텍사스 구직자 대상
인력개발기회)
http://www.twc.state.tx.us/jobseekers
Workforce Solutions(인력 솔루션)
1 (888) 469-5627
http://www.wrksolutions.com/for-individuals
• 사무소 검색: http://www.wrksolutions.com/find-a-location
• 허리케인 하비 복구 관련 최신정보: http://www.wrksolutions.com/aboutus/hurricane-harvey-recovery-updates

홍수보험 미가입자
주택에 대한 홍수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 자원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FEMA 에 등록 (https://www.fema.gov/hurricane-harvey 이나
www.disasterassistance.gov) 또는 1(800) 621-FEMA (3362)번에 전화하십시오.
FEMA 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임시 거처의 렌트비 지급, 실업수당, 보험에서
보장안된 주택 손실용 대출, 그리고 주택수리 보조금과 개인 소유물의 대체 비용 및 재난
관련 필요한 비용.
필요한 정보:
• 사회보장번호(SSN)
• 피해가 발생한 장소의 주소(재난 전)
• 현재 우편주소
• 현재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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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정보(가입한 경우, 주택 또는 홍수보험)
은행 체킹/세이빙스 라우팅 번호와 계좌번호 (FEMA 에서 재난지원기금을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이 가능함)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의 설명. 수리 내역을 줄이거나 피해물품을
내다버리기 시작하기 전에 피해상태 일체를 사진 찍으십시오. 구매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Program(재난지원 및 긴급구호
프로그램)의 접수 (https://www.benefits.gov/benefits/benefit-details/4418), 및 간행물
547(Publication 547) 양식 (https://www.irs.gov/publications/p547/) IRS 에 접수하십시오.
이들 두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은 세금을 통해 손실액을 결손처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장 최근의 세금은 재접수하여 어쩌면 예기치 않은 환불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Disaster Legal Services Program(재난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https://www.benefits.gov/benefits/benefit-details/431) 에 신청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와 계약업체 및 주택수리 등을 놓고 처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큰
혜택입니다.
4. Rebuild Houston Together(다함께 휴스턴 재건)
(http://www.rebuildinghouston.org/homeowners.htm) 이라는 노년층 시민들의
주택재건을 돕는 단체에 신청합니다.
5. 재난지역에 필요한 도구를 대량 제공하는 단체로서, Tool Bank(도구은행)
(http://www.houstontoolbank.org/borrow-tools/first-time-borrowers/) 의 일원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민협회를 비롯하여 교회나 기타 자선(구호) 단체와
같이 조직의 일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6. Team Rubicon(팀 루비콘)에 지원신청
(https://teamrubiconusa.org/response/capabilities-services/)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내부 제거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업계전문가들이 개입하여 모든 일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노동자들은 Texas Workforce Commission(텍사스 인력위원회)을 통해 손실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twc.state.tx.us/jobseekers/disasterunemployment-assistance 또는 전화 1 (800) 939-6631 번(주중 8am-5pm)으로
연락하십시오. Texas Workforce Commission 에서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실직자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실업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구는 신청하는 주에 시작되며, 해당 일요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실직자/비정규 노동자는 신청을 위해 직장으로 복귀하기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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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스펙션(주택정밀조사)
세부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sbpusa.org/start-here/.
홈 인스펙션 준비
홍수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보험사에 통보합니다. 신청자의 성명, 주소, 보험증서
번호와 손실이 발생한 일자와 시간을 주십시오. 자택에 머물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장소를 보험사에게 알려줍니다. 머물 수 있는 경우, 전화 통화 후에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이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보험사가 사정인을 집으로 보내 피해 내용을 평가할 것입니다. 사정인의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홈 인스펙션 하는 날 사정인의 신분증을 점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십시오.
•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사정인의 면허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txapps.texas.gov/NASApp/tdi/TdiARManager.
자택에 안전하게 진입하거나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을 경우, 다음 단계를 밟아 홈
인스펙션을 준비합니다:
1. 안전 유지: 주택에 진입하기 전에 뒤틀림, 헐거워지거나 균열이 생긴 기초공사,
균열, 그리고 구멍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일체의 구조상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도와 전원 일체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전력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퓨즈 박스를 찾아 퓨즈 연결상태를 모두 끊어줍니다. 수도, 가스, 전기와
하수도관의 손상이 의심될 경우,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합니다.
2. 사진 촬영: 수도공급 일체를 제거하거나 수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으로 피해상황을 완전히 기록합니다.
3. 건강 보호: 가정의 수돗물이 하수도나 가정용 화학물질로 오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주변을 돌아다닐 때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합니다. 홍수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식료품 일체는 내다버립니다. 당국에서 상수도 공급이
안전하다고 선포하기까지는 FEMA 의 권장사항은 끓인 물입니다.
4. 물 퍼내기: 물을 퍼내도 된다는 승인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면, 물 퍼내는 장비를
사용하여 집 청소를 하십시오. 특히 계단 위아래로 양동이를 나를 때, 다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순환이 되도록 문과 창문을 열어
둡니다.
5. 곰팡이 피해의 경감: 곰팡이는 홍수가 있은 후 24 내지 48 시간 이내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침수된 카페트와 침구류들은 가급적 빨리 치웁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품목들은 항상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젖은 월보드(벽판)과 베이스보드(굽도리
널)를 제거하기 전에 집안에 차오른 수위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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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니다. 1 층의 석고 보드(건식벽체)에 조심스럽게 구멍을 내어 벽체 뒤에 갇힌
물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곰팡이 청소법:
•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여 눈, 코, 입, 그리고 피부를 보호합니다.
• 청소 세제를 사용할 경우, 서로 혼합하지 마십시오. 표백제와 암모니아는 섞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배합하면 유독성 증기를 발생합니다.
• 표면을 문지르고 물과 세제로 닦아냅니다. 눈에 띄는 곰팡이는 모두
제거합니다. 즉시 말립니다.
• 페인트나 코킹재로 곰팡이를 덮어 칠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 가급적 빨리 집안과 집안의 모든 물품들을 건조시킵니다.
6. 건물 보호: 깨진 창문에는 보드를 대고 지붕이 손상되었으면 지붕 위로 방수포를
고정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수행한 사실을 사진으로 남겨 보험사에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7. 가족 보호: 집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쉼터나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주택을 수리하는 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임시 거처의 비용지급을 도울 것입니다.
보험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FEMA 홈 인스펙션
FEMA(미연방재난관리청)에서 파견한 조사관들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청소 작업을
시작하고 FEMA 조사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재난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보험이 없을 경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FEMA 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FEMA 홈 인스펙션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주거지 안팎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쓰레기를 제거해야 인스펙션이 용이해집니다. 쓰레기는 가입 보험사가 해당 건물을
방문하기에 앞서 치울 수 있습니다. 손상된 물건들을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기입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쓰레기 수거 날짜를 알려 줄 것입니다.
조사관은 도착 즉시 거주증명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서류 상의 주소나 이름은 반드시
피해를 입은 거주지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거주증명서용으로 인정하는
양식입니다:
•
•

•

소유주: 소유증명서(세금 명세서, 주택융자 지급, 해당 주소의 주택보험 사본,
신청자이 소유주로 표시되어야 함).
소유주 및 임차인: 거주 증명서(운전면허증 주소, 해당 주소지로 최근 3 개월 내로
발송된 1 종 행정우편물 일체, 또는 해당 주소지에 신청자 성명으로 최근 발급된
공공요금 청구서) 및 보험증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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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폐기물 관리
홍수로 불어난 물이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그 물에는 유독성 폐기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공업지구, 또는 불법 쓰레기 하치장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 유해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자 자신이나 주택이 유독성 홍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독성 폐기물과
공공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3-1-1 번으로 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1 번은 귀하와 폭우의 잔해 치우기와 제거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에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11 교환원들은 전화를 받고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 7 일, 24 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311 교환원들은 여러분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정보를
사법기관 또는 출입국관리당국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저하지 말고 311 로 전화하십시오.

가정폭력 서비스
AVDA(Aid to Victims of Domestic Abuse: 가정학대 피해자 구조단)
(713) 224-9911
https://avda-tx.org/
Asians Against Domestic Abuse(아시아계 가정학대 반대모임)
(713) 974-3743
https://www.aadainc.org/
Bay Area Turning Point(베이 지구 터닝 포인트)
24 시간 운영 핫라인: (281) 286-2525
http://www.bayareaturningpoint.org/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s(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24 시간 운영 핫라인: (713) 473-2801
http://www.thebridgeovertroubledwaters.org/v2/
DAYA Houston (DAYA 휴스턴)
위기대응 상담전화: (713) 981-7645
https://dayahouston.org/
FamilyTime Foundation, Inc.(패밀리타임재단)
위기대응 상담전화: (281) 446-2615
https://familytime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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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 Bend County Women’s Center(포트벤드 카운티 여성 센터)
24 시간 운영 핫라인: (281) 342-4357
http://www.fbwc.org/
Houston Area Women’s Center(휴스턴 지구 여성 센터)
가정폭력 핫라인: (713) 528-2121
성폭력 위기대응 핫라인: (713) 528-7273
https://www.hawc.org/
Montgomery County Women’s Center(몽고메리 카운티 여성 센터)
24 시간 운영 핫라인: (936) 441-7273
http://mcwctx.org/
Resource and Crisis Center of Galveston County(갤버스턴 카운티 자원 및 위기대응
센터)
24 시간 운영 무료 핫라인: 1 (888) 919-7233
24 시간 운영 핫라인: (409) 765-7233
https://www.rccgc.org/
Tahirih Justice Center(타히리 정의 센터)
(713) 496-0100
http://www.tahirih.org/locations/houston/

인신매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주택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은 노동력 착취형이나 성매매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해 주거나
사람을 유인하여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강요, 사취나 강제로 성매매로 빠뜨리는
방식으로 사람의 취약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일을 한 댓가를 받고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퍼하는 직업만 수락하도록 하십시오. 사법기관과 상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인신매매 신고
• 전미 인신매매 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 1 (888) 373-7888. 200 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함.
• (233733)으로 BeFree 를 문자 메시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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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의 반인신매매 자원: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Galveston-Houston
(대주교구 갤버스턴-휴스턴 카톨릭 자선단체)
2900 Louisiana Street Houston, Texas 77006
(713) 874-6570
www.catholiccharities.org
Fe y Justicia Worker Center(페 이 주스티샤 노동자 센터)
1805 West Alabama St., 2nd Floor, Houston, TX 77098
(713) 862-8222
http://www.houstonworkers.org/
이메일: fjwc@houstonworker.org
The Landing(더 랜딩)
9894 Bissonnet St., Suite 605, Houston, TX 77036
(713) 766-1111
www.thelanding.org
이메일: hello@thelanding.org
Rescue Houston(레스큐 휴스턴)
P.O. Box 37091, Houston, TX 77237
24/7 상담전화: (713) 322-8000
(281) 397-3931
http://rescuehouston.org/
이메일: info@rescuehouston.org
YMCA International Services (YMCA 국제 서비스)
6300 Westpark, Suite 600, Houston, TX 77057
(713) 339-9015
www.ymcainternationalservices.org
Tahirih Justice Center(타히리 정의 센터)
(713) 496-0100
http://www.tahirih.org/locations/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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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임차) 및 유틸리티(공공요금) 지원
Mayor Sylvester Turner(실베스터 터너 시장)
City of Houston City Hall(휴스턴시 시청)
901 Bagby St
Houston, TX 77002
전화: (832) 393-1000
이메일: sylvester.turner@houstontx.gov
웹사이트: http://www.houstontx.gov/mayor/
City of Houston Controller’s Office(휴스턴시 회계감사실)
전화: (832) 393-3460
이메일: controllers@houstontx.gov
웹사이트: http://www.houstontx.gov/controller/
Houston City Council(휴스턴 시의회)
선거구 시의회 대의원 검색 사이트:
http://www.houstontx.gov/council/whoismycm.html
선거구 시의회 대의원의 연락처 정보 검색 사이트:
http://www.houstontx.gov/council/
시 서기장 연락처는 전화 (832) 393-1100 번이나 이메일 주소
citysecretary@houstontx.gov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ity of Houston(휴스턴시) 분과
http://www.houstontx.gov/departments.html
Mayor’s Office of New Americans and Immigrant Communities(시장실 산하 새
미국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 담당국)
전화: (832) 393-1010
이메일: newamericans@houstontx.gov
웹사이트: http://www.houstontx.gov/na
City of Houston Service Help Line(휴스턴시 서비스 헬프라인)
(713) 837-0311 또는 311
시 직원의 연락처로서 거의 예외 없는 표준형 이메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firstname.lastname@houstontx.gov (first name - 이름, last name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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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연락처
다음은 휴스턴 지역의 비상전화번호들입니다.
경찰, 소방관, 구급차
911 또는 (713) 884-3131
갇혔어요?
(713) 426-9404
옥상구조
(281) 464-4851
Coast Guard(해안경비대)
(281) 464-4851 (281) 464-4852 (281) 464-4853
(281) 464-4851 (281) 464-4852 (281) 464-4853
National Guard(주방위군)
(713) 578-3000 또는 1 (800) 578-3000
비상관리실
(713) 881-3100 또는 (713) 884-4500
휴스턴시(긴급상황 또는 구조)
311 또는 (713) 837-0311
Houston American Red Cross(휴스턴 아메리칸 적십자)
(713) 526-8300 또는 (866) 526-8300
Houston TranStar(휴스턴 트랜스타: 이송 및 응급 서비스)
(713) 881-3244
CenterPoint(센터포인트)
(713) 695-2111
Flood Control(홍수조절)
(713) 684-4000
Harris County(해리스 카운티)
(713) 755-5000
Harris County Sheriff’s Office (보안관 사무실)
(713) 2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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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훼손서류 재발급
SNAP Card(SNAP 카드: 푸드 스탬프)
• 론스타(Lonestar) 무료상담전화 1 (800) 777-7328
WIC Card(WIC 카드(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 영양보조 프로그램)
• 1 (800) 942-3678 이용
영주권(그린카드)
• (800) 375-5283 이용
•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replace-green-card
출생 및 사망증명서
• (888) 963-7111 이용
• http://www.dshs.texas.gov/vs/reqproc/default.shtm
노동허가증(EAD: 워크 퍼밋)
• https://www.uscis.gov/i-765
Texas Driver's License (텍사스 운전면허)
• (512) 424-2600 이용
• http://www.dshs.texas.gov/vs/reqproc/default.shtm
주소/거주 증빙서류
• http://www.dps.texas.gov/internetforms/Forms/DL-57.pdf
은행발급 수표, ATM/현금카드, 또는 은행대여금고
• (877) 275-3342 이용
• https://www.fdic.gov/
신용카드
• American Express(아메리칸 익스프레스)
((800) 992-3404)
https://www.americanexpress.com/us/content/help/lost-stolen-card.html
•

Discover(디스커버 카드)
((800) 347-2683)
https://www.discover.com/credit-cards/help-center/

•

MasterCard(마스터카드)
((800) 622-7747)
https://www.mastercard.us/en-us/consumers/get-sup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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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비자카드)
((800) 847-2911)
https://usa.visa.com/support/consumer/lost-stolen-card.html

Credit Reports (크레딧 보고)
• Equifax, Experian, 또는 Transunion 은 (877) 322-8228 이용
• https://www.annualcreditreport.com/index.action
Social Security Card (사회보장카드)
• 1 (800) 772-1213 이용
• https://faq.ssa.gov/link/portal/34011/34019/Article/3755/How-do-I-apply-for-anew-or-replacement-Social-Security-number-card
사기경보 또는 신용동결
• (877) 438-4338 이용
• https://www.texasattorneygeneral.gov/identitytheft
Medicare Cards(메디케어 카드)
• 1 (800) 772-1213 이용
• https://faq.ssa.gov/ics/support/kbanswer.asp?deptID=34019&task=knowledge&q
uestionID=3708
여권
•
•

(202) 955-0430 또는 (877) 487-2778 이용
https://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passports/loststolen.html%20%20%20

미국 저축채권
• 1 (800) 722-2678 또는 1 (800) 553-2663 이용
• https://www.treasurydirect.gov/indiv/research/indepth/ebonds/res_e_bonds_eere
place.htm
세금신고
• 1 (800) 829-1040 이용
• https://www.irs.gov/pub/irs-pdf/f4506.pdf
병역기록
• (866) 272-6272 이용
• https://www.archives.gov/contact
차량등록증
• (888) 368-3689 이용
• http://txdmv.gov/motorists/buying-or-selling-a-vehicle/get-a-copy-of-you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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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Marriage Record(텍사스 결혼기록) 또는 인증서 교체
• 주 전체의 정보를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txapps.texas.gov/tolapp/ovra/index.htm
• 발급담당 법원서기는 아래 웹사이트:
http://www.dshs.texas.gov/vs/field/localremotedistric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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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및 외국정부
문의사항이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City of Houston Mayor’s Office of Trade and
International Affairs(휴스턴시 시장실 산하 통상 및 외무 담당국) 이메일 주소
motia@houstontx.gov 또는 웹사이트 http://www.houstontx.gov/moti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앙골라
3040 Post Oak Blvd
Suite 78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212-3840
팩스:
(713) 212-3841
웹사이트: www.angolaconsulate-tx.org
이메일:
sector-consular@angolaconsulate-tx.org

오스트리아
11000 Brittmoore Park Drive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41
전화:
(713) 723-9979
팩스:
(713) 647-0999
웹사이트:
www.austrianconsulatehouston.org
이메일: gseidl@headworksintl.com
bvukovic@headworksintl.com

아르헨티나
2200 West Loop South
Suite 1025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7
전화:
(713) 871-8935
(713) 993-0315
팩스:
(713) 871-0639
웹사이트: www.chous.mcreic.gov.ar
이메일: chous@mrecic.gov.ar
consulgeneral@consuladoargentino.net

바하마
8215 Candlegreen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74
전화:
(713) 980-4381
팩스:
(713) 980-1179
이메일:
lyndenrose@aol.com

호주
3009 Post Oak Boulevard
Suite 131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76
전화:
(832) 962-8431
팩스:
(832) 831-2022
웹사이트: www.austrade.gov.au
이메일:
Patrick.Hanlon@austrade.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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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3027 Sleepy Hollow Drive
Sugar Land, TX(텍사스주 슈가랜드)
77479
전화:
(832) 725-5566
팩스:
(281) 980-0480
이메일:
lbrowne@brownet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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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25227 Grogans Mill
Suite 201
The Woodlands, TX(텍사스주 더
우드랜즈) 7780
전화:
(832) 868-6392
팩스:
(281) 367-7539
웹사이트: www.belarus.by
이메일: belarustexas@gmail.com
벨기에
1222 Ashford Way
Kingwood, TX(텍사스주 킹우드) 77339
전화:
(713) 224-8000
팩스:
(713) 224-1120
이메일:
jbouchez@crispinco.com
벨리즈
1120 NASA Parkway
Suite 220R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
(우) 77058
전화:
(832) 380-4164
팩스:
(281) 286-4243
이메일: bzehonconslhoutx@gmail.com
볼리비아
2401 Fountain View Drive
Suite 11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832) 916-4200
팩스:
(832) 916-4201
웹사이트: www.boliviatx.org
이메일: consuladohou@boliviatx.org

브라질
1233 West Loop South
Suite 115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7
전화:
(713) 961-1160
(713) 961-3063
팩스:
(713) 961-3070
웹사이트:
http://houston.itamaraty.gov.br/pt-br/
이메일:
gabinete.houston@itamaraty.gov.
카메룬
6984 Oakwood Place Court East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40
전화:
(346) 312-5731
이메일: phyllis.greene@gmail.com
카메룬 공화국 대사관
3007 Tilden Street NW, Suite 5M
Washington, DC 20008
전화:
(202) 265-8790
이메일:
mail@cameroonembassyusa.org
cs@cameroonembassyusa.org
캐나다
5847 San Felipe Street
Suite 17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821-1440
팩스:
(713) 821-1611
웹사이트: www.houston.gc.ca
이메일: hston-td@international.gc.ca

보츠와나
4120 Southwest Freeway
Suite 15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7
전화:
(713) 355-8614
팩스:
(713) 355-8615
이메일:
dkramer@northstarhealth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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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1300 Post Oak Blvd
Suite 113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963-9066
(713) 621-5853
팩스:
(713) 621-8672
웹사이트:
www.chileabroad.gov.cl
www.minrel.gov.cl
이메일:
conchihous@aol.com
houston@consulado.gob.cl

코스타리카
3100 Wilcrest Drive
Suite 26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42
전화:
(713) 266-0484
팩스:
(713) 266-1527
웹사이트: www.costarica-embassy.org
이메일:
consularinfo@sbcglobal.net
consulatecr@sbcglobal.net
consularappts@sbcglobal.net

중국
3417 Montrose Blvd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6
전화:
(713) 520-1462
팩스:
(713) 521-3064
웹사이트: www.chinahouston.org
이메일:
chinaconsul_hou_us@mfa.gov.cn

코트디부아르
1302 Waugh Drive
Suite 482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19
전화:
(713) 410-0472
팩스:
1 (866) 205-0455
이메일:
ciconsulatetx@gmail.com

콜롬비아
2400 Augusta Drive
Suite 4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832) 384-1250
(832) 384-1251
(713) 979-0844
(713) 979-0845
(571) 381-4000 ext. 4834
팩스:
(713) 529-3395
웹사이트: http://houston.consulado.gov.co
이메일: chouston@cancilleria.gov.co

크로아티아
1415 Congress Street
Suite 2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2
전화:
(713) 444-1442
팩스:
(713) 800-2635
웹사이트:
http://us.mfa.hr
이메일:
croatia.texas@gmx.us
키프러스
4307 Mildred Street
Bellaire, TX(텍사스주 벨레어) 77401
전화:
(713) 630-0029
팩스:
(713) 349-0339
웹사이트: www.cyprusembassy.net
체코 공화국
4920 San Jacinto Street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4
전화:
(254) 931-4095
팩스:
(888) 801-4431
이메일: brianvanic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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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P.O. Box 131676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219
전화:
(713) 622-9018
웹사이트:
www.denmark.org
이메일:
danconhouston@gmail.com
에콰도르
2603 Augusta Drive
Suite 81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572-8731
팩스:
(713) 572-8732
웹사이트:
http://houston.consulado.gob.ec
이메일: cecuhouston@cancilleria.gob.ec
이집트
5718 Westheimer Road
Suite 135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961-4915
팩스:
(713) 977-0323
웹사이트:
www.consulateofegypthouston.com
이메일: eg.con_houston@mfa.gov.eg
consulateofegypthouston@gmail.com
엘살바도르
10301 Harwin Drive
Suite B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36
전화:
(713) 773-3539
팩스:
(713) 773-3539
웹사이트: consuladohouston.rree.gob.sv
이메일: alsiria@rree.gob.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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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기니
6401 Southwest Freeway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74
전화:
(713) 776-9900
팩스:
(713) 776-9955
웹사이트: www.egconsulatehou.com
이메일: egconsulatehouston@mail.com
에스토니아
23010 Holly Creek Trail
Tomball, TX(텍사스주 톰볼) 77377
전화:
(281) 351-7610
팩스:
(281) 351-7610
웹사이트: www.usabldg.com
이메일: frd@usabldg.com
에티오피아
9301 Southwest Freeway
Suite 25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74
전화:
(832) 788-5439
팩스:
(713) 772-3858
이메일:
gezahgenk@gmail.com
프랑스
777 Post Oak Blvd
Suite 6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572-2799
웹사이트:
www.consulfrance-houston.org
이메일:
marie-laure.reed@diplomatie.gouv.fr
조지아
410 Pierce Street
Suite 22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2
전화:
(281) 766-7784
이메일: honconsulgeorg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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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330 Post Oak Blvd
Suite 185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627-7770
팩스:
(713) 627-0506
웹사이트: www.germany.info/houston
이메일: info@houston.diplo.de

가이아나 대사관
2490 Tracy Place, NW
Washington, DC(워싱턴 DC) 20008
전화:
(202) 265-6900
팩스:
(202) 232-1297
웹사이트:
http://www.guyanaembassyusa.org/
이메일: guyanaembassydc@verizon.net

가나
3434 Locke Lane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7
전화:
(713) 960-1950
팩스:
(713) 960-8833
웹사이트:
https://www.ghanaconsulatehouston.com/
이메일: jackw@jackwebb.com

온두라스
3731 Briarpark Drive
Suite 155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7
전화:
(281) 846-1521
(281) 846-1523
(713) 785-5932
팩스:
(713) 785-5931
웹사이트:
www.consuladohondurashouston.org
이메일:
consulta@consuladohondurashouston.org

그리스
2401 Fountain View Drive
Suite 85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840-7522
(713) 840-7523
팩스:
(713) 840-0614
웹사이트:
www.mfa.gr/houston
이메일:
grcon.hou@mfa.gr
과테말라
3013 Fountain View Drive
Suite 21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953-9531
팩스:
(713) 953-9383
이메일: conshouston@minex.gob.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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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11850 Hempstead Road
Suite 23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92
전화:
(713) 476-0497
팩스:
(713) 768-8270
웹사이트: www.hungaryconsulhouston.org
이메일:
consulgeneral@hungaryconsulhouston.org
아이슬란드
3262 Westheimer Road
Suite 654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98
전화:
(512) 843-3820
(713) 459-5292
이메일: micamosbach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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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4300 Scotland Street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7
전화:
(713) 626-2148
(713) 626-2149
(713) 626-2355
(713) 626-1491 (Consular)
팩스:
(713) 626-2450
(713) 627-2034
웹사이트:
www.cgihouston.org
이메일: consulgenhouston@swbell.net
cgi-hou@swbell.net
consulcgihouston@swbell.net
cg.houston@mea.gov.in
인도네시아
10900 Richmond Avenue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42
전화:
(713) 785-1691
팩스:
(713) 780-9644
웹사이트:
www.indonesiahouston.net
이메일:
kjrihouston@prodigy.net
아일랜드
2630 Sutton Court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7
전화:
(713) 961-5263
팩스:
(713) 961-3850
이스라엘
24 Greenway Plaza
Suite 15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46
전화:
(832) 301-3500 (Main)
(832) 301-3510 (Consular)
팩스:
(832) 201-8700
웹사이트: http://houston.mfa.gov.il
이메일:
consul-general-sec@houston.mfa.gov.il
consular.dep@houston.mfa.go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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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총영사
1300 Post Oak Blvd
Suite 66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850-7520
팩스:
(713) 850-9113
웹사이트:
www.conshouston.esteri.it
이메일:
consgen.houston@esteri.it
자메이카
6001 Savoy Drive
Suite 509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36
전화:
(713) 541-3333
팩스:
(713) 782-4323
이메일: fullertonlawfirm@aol.com
일본
909 Fannin Street
Suite 30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10
전화:
(713) 652-2977
팩스:
(713) 651-7822
웹사이트:
www.houston.us.emb-japan.go.jp
이메일: info@ho.mofa.go.jp
대한민국
1990 Post Oak Blvd
Suite 125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961-0186
팩스:
(713) 961-3340
웹사이트: http://usa-houston.mofa.go.kr/
이메일: con-hu@mofa.go.kr
kor.houston@gmail.com
usa-houston@mofa.go.k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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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5120 Woodway
Suite 5004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888-0404
팩스:
(713) 583-0160
이메일: latviatexas@yahoo.com

말레이시아 대사관
3516 International Court, N.W.
Washington, DC(워싱턴 DC) 20008
전화:
(202) 572-9700
팩스:
(202) 572-9882
웹사이트: www.kln.gov.my
이메일: mwwashington@kln.gov.my

레바논
2400 Augusta Drive
Suite 308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268-1640
팩스:
(713) 268-1641
웹사이트: www.lebanonembassyus.org
이메일: mabohsali@sbcglobal.net

몰타
5050 Woodway Drive, Suite 3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654-7900
팩스:
(713) 650-6815
이메일: JDEllisLaw@aol.com

리히텐슈타인
15 North Fazio Way
Spring, TX(텍사스주 스프링) 77389
리투아니아
4030 Case Street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5
전화:
(713) 665-4218
웹사이트:
www.mfa.lt
이메일:
ltconsultx@gmail.com
룩셈부르크 대사관
220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워싱턴 DC) 20008
전화:
(202) 265-4171
이메일: luxembassy.was@mae.etat.lu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2374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워싱턴 DC) 20008
전화:
(202) 265-5525
웹사이트:
http://www.madagascar-embassy.org
이메일: malagasy.embassy@veriz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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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4506 Caroline Street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4
전화:
(713) 271-6800
(713) 995-1227
팩스:
(713) 271-3201
(713) 772-1229
웹사이트: www.sre.gob.mx/houston
이메일: prensahouston@sre.gob.mx
몽골리아
P.O. Box 399
Comfort, TX(텍사스주 컴포트) 78013
전화:
(713) 759-1922
팩스:
(713) 951-9145
이메일:
estory@mongolianconsulate.com
네덜란드
10777 Westheimer Road
Suite 1055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42
전화:
(713) 785-2200
팩스:
(713) 783-1386
이메일: houston@nlconsulate.com

54

뉴질랜드
4424 West Sam Houston Parkway N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41
전화:
(713) 501-5418
이메일: connelly@nzhonoraryconsul.org
니카라과
6009 Richmond Ave
Suite #1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63
전화:
(713) 789-2762
팩스:
(713) 789-3164
이메일: consulnica999@yahoo.com
노르웨이
3410 W. Dallas St.
Suite 1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19
전화:
(713) 620-4200
팩스:
(713) 620-4290
웹사이트: www.norway.org/houston
이메일: cg.houston@mfa.no
파키스탄
11850 Jones Road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70
전화:
(281) 890-2223
팩스:
(281) 890-1433
웹사이트:
www.pakistanconsulatehouston.org
이메일: parephouston@sbcglobal.net
파나마
24 E Greenway Plaza
Suite 1307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46
전화:
(713) 622-4451
(713) 622-4459
팩스:
(713) 622-4468
웹사이트: www.conpahouston.com
이메일: consul@conpahous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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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 뉴기니
4900 Woodway Drive
Suite 575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966-2500
팩스:
(713) 966-2536
이메일: navery52@sbcglobal.net
파라과이
4707 Welford Drive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401
전화:
(713) 444-9887
이메일: gayala77@gmail.com
페루
5177 Richmond Ave
Suite 695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355-9517
(713) 355-8846
(713) 355-9029
팩스:
(713) 355-9377
웹사이트:
www.consuladoperu.com
www.rree.gob.pe
이메일: conperu@sbcglobal.net
포르투갈
4544 Post Oak Place Drive
Suite 35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7
전화:
(713) 759-1188
팩스:
(713) 513-5270
이메일: jim@jhwlaw.com
카타르
1990 Post Oak Blvd
Suite 9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355-8221
팩스:
(713) 355-8184
웹사이트: www.cgqh.net
이메일: qatarconsulate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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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19927 Parsons Green Ct
Katy, TX(텍사스주 케이티) 77450
전화:
(713) 629-1551
(281) 492-8751
팩스:
(713) 629-1553
이메일: nick@centradeusa.com
mihai@popovici.com
러시아
1333 West Loop South
Suite 13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7
전화:
(713) 337-3300
팩스:
(713) 337-3305
웹사이트: www.rusconhouston.org
이메일: info@rusconshouston.org
르완다
70 Terra Bella Drive
Manvel, TX(텍사스주 맨벨) 77578
전화:
(832) 687-0753
팩스:
(281) 489-2067
이메일: ambcsperry@att.net
사우디아라비아
5718 Westheimer Road
Suite 15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785-5577
팩스:
(713) 785-1163
웹사이트: www.saudiembassy.net
이메일: saudiconsulate@gmail.com
슬로베니아
11300 Kingsworthy Lane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4
전화:
(713) 278-1366
팩스:
(713) 977-9464
이메일: sloconsulhoust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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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1800 Bering Drive
Suite 66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783-6200
팩스:
(713) 783-6166
웹사이트:
http://www.exteriores.gob.es/consulados
/houston/es/Paginas/inicio.aspx
이메일: cog.houston@maec.es
스웨덴
3730 Kirby Drive
Suite 805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98
전화:
(713) 953-1417
팩스:
(713) 953-7776
웹사이트: www.swedishconsulate.org
www.swedenabroad.com
이메일:
houston@consulateofsweden.org
스위스
11922 Taylorcrest Road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4
전화:
(713) 467-9887
팩스:
(713) 467-9887
웹사이트:
www.eda.admin.ch/washington
이메일: swissconsulhou@gmail.com
houston@honrep.ch
태국
600 Travis Street
Suite 20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2
전화:
(713) 335-3995
팩스:
(713) 228-1303
웹사이트:
www.thaiconsulatehouston.com
이메일: info@thaiconsulate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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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2224 So. Piney Point #222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63
전화:
(713) 485-5453
웹사이트: www.patyounger.com
이메일: patyounger1@aol.com
터키
1990 Post Oak Blvd
Suite 13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622-5849
팩스:
(713) 623-6639
웹사이트: www.houston.cg.mfa.gov.tr
이메일: consulate.houston@mfa.gov.tr
우크라이나
123 North Post Oak Lane
Suite 41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24
전화:
(281) 242-6654
웹사이트:
www.mfa.gov.ua/usa/en/
www.uacch.net
이메일: gbuchai@comcast.net
아랍 에미리트 연방
7505 South Main Street
Suite 51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30
전화:
(832) 956-6666
이메일: houstoncon@mofa.gov.ae

우루과이
1220 South Ripple Creek Drive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974-7855
이메일: embamb@att.net
베네주엘라
2401 Fountain View Drive
Suite 22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7
전화:
(713) 974-0027
(713) 974-0028
팩스:
(713) 974-1413
웹사이트: http://venezuelaus.org/houston/index.php/en/
이메일: conve.ushtn@mppre.gob.ve
informacion@consuvenezhouston.org
베트남
5251 Westheimer Road
Suite 11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56
전화:
(713) 850-1233
팩스:
(713) 871-0312
웹사이트:
http://vietnamconsulateinhouston.org/
이메일: tlsqhouston@mofa.gov.vn

영국
1301 Fannin Street
Suite 2400
Houston, TX(텍사스주 휴스턴)77002
전화:
(713) 659-6270
팩스:
(713) 659-7094
웹사이트:
www.gov.uk/world/organisations/britishconsulate-general-houston
이메일:
rachel.atterstrom@fco.gov.uk
saif.aljuboory2@fco.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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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허리케인 하비 이후 복구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하려면, 다음을 통해
서명, 신청하시기바랍니다:
Volunteer Houston(휴스턴 자원봉사단)
(281) 656-1533
info@volunteerhouston.org
P. O. Box 66157 Houston, TX 77266
http://volunteerhouston.org/

기부
휴스턴시의 복구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시면, 실베스터 터너 시장(Mayor Sylvester
Turner)과 에드 엠멧 카운티 판사(County Judge Ed Emmett)가 설립한 허리케인 하비
구호기금(Hurricane Harvey Relief Fund)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Greater
Houston Community Foundation(광역 휴스턴 커뮤니티 재단)에서 관리하고
세금공제대상인 수해 구제용 기부금을 받습니다.
기부방법:
•

온라인 신용카드 기부금:
www.ghcf.org 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신용카드 기부금은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3%의 소액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부자는 이 수수료를 보상하기
위해 신용카드 기부금을 증액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

수표 또는 우편환 우편물 수신:
Greater Houston Community Foundation(광역 휴스턴 커뮤니티 재단)
5120 Woodway Drive
Suite 6000
Houston, TX 77056.

•

온라인 송금 수신:
JP Morgan Chase Bank, N.A.(JP 모건 체이스뱅크, N.A.)
Houston, TX
ABA # 021000021
입금 수신: Greater Houston Community Foundation(광역 휴스턴 커뮤니티 재단)
A/C#: 849170287
추가 입금 수신: Hurricane Harvey Relief Fund(허리케인 하비 구호기금)

•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donorservices@ghcf.org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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