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10 월 7 일 

DR-4562-OR FS 07 

OEM 뉴스 담당: 503-373-7872 

FEMA 뉴스 담당: 425-487-4610 

 

 

자료표: 분실 혹은 사라진 문서 

재발급에 대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해발생 후, 관공서 발행 문서는 생활을 재건함에 있어 더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레곤주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출생 및 결혼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카드 혹은 의료관련 서류와 같이 삶과 직결된 문서들이 화재 

현장에서 손실 혹은 분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재발급하는 

것은 시간 소모 및 좌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된 연락처는 화재로 인해 중요한 공문서를 분실한 오레곤 

주민들을 위해 재발급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발급문서: 

 

영주권 (그린카드)                전화: 800-375-5283 

                                                웹사이트:  www.uscis.gov 

미국토방위부 

FEMA 제 10 지역 

130 228th Street, SW 

Bothell, Washington, 98021-9796 

오레곤주 비상관리국 

3225 State St Ste 115 

Salem, OR 97301  

http://www.uscis.gov/


 

 

메디케어 카드                      전화: 800-772-1213; (전신타자기) 800-325-0778 

                                                웹사이트:  www.medicare.gov 

 

군복무 기록문서                  전화: 866-272-6272 

                                                웹사이트:  www.archives.gov/contact/ 

 

미국여권                                전화:  877-487-2778; (전신타자기 TTY) 888-874-7793  

                                                웹사이트:  travel.state.gov 

 

소셜시큐리티 카드               전화:  800-772-1213; (TTY) 800-325-0778 

                                                웹사이트: www.ssa.gov 

 

미국정부 채권증서              전화: 844-284-2676 

                                                웹사이트: www.treasurydirect.gov  

 

미국세청 세금신고서 전화: 800-829-1040 

                                                웹사이트: www.irs.gov 

 

주정부 발급문서: 

 

출생, 사망, 결혼, 동거, 이혼 증명서   

전화: 888-896-4988 

웹사이트: www.oregon.gov/oha/PH/Birthdeathcertificates 

 

운전면허증, 자동차 소유증 및 등록증, 신분증 

전화: 503-945-5000 

웹사이트: www.oregon.gov/odot 

 

SNAP (오레곤 트레일카드) 웹사이트: www.oregon.gov/DHS/Assistance/Food-Benefits 

http://www.medicare.gov/
http://www.archives.gov/contact/
https://travel.state.gov/
http://www.ssa.gov/
https://www.treasurydirect.gov/indiv/research/indepth/hhbonds/res_hhbonds_hhreplace.htm
http://www.irs.gov/
https://www.oregon.gov/oha/PH/BIRTHDEATHCERTIFICATES/Pages/index.aspx
http://www.oregon.gov/odot
http://www.oregon.gov/DHS/Assistance/Food-Benefits


 

 

오레곤주 세금신고서 (오레곤주 세무청) 

전화: 503-378-4988 or 800-356-4222 

전신타자기(TTY): 모든 중계전화를 접수합니다. 

웹사이트: www.oregon.gov/dor 

  

개인 문서 

 

부동산 및 재산소유물     해당 카운티 정부에 연락하십시오. 

 

신용카드   해당 신용카드발급 회사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Equifax, Experian, TransUnion 등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발급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전염병 기간동안, Equifax, Experian 그리고 TransUnion 은 2021 년 

4 월까지 주중에 무료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877-322-8228 

                                                 웹사이트:  www.annualcreditreport.com  

 

 

 

보험가입증서               해당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의료관련 서류 담당 의사나 의료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의료 및 약제조 

서류는 전자문서 기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재해복구지원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적, 성별, 나이, 장애유무, 영어사용능력 혹은 경제상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이러한 사실에 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은 사실을 

인지할 경우  FEMA 무료전화 800-621-FEMA (3362) 또는  711/VRS (영상중계서비스)로 

연락바랍니다. 다중 언어 전화교환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스페니쉬 언어는 2 번을 누르세요). 

전신타자기(TTY) 전화 800-462-7585.  

http://www.oregon.gov/dor
http://www.annualcreditreport.com/


 

 

적절한 수용시설이 필요한 장애자 신청인은 언제든지 FEMA 직원에게 다음 전화번호로 직접연락 

혹은 이메일로 수용시설 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EMA Civil Rights Resource (시민평등권 

자료국) 이메일 FEMA-CivilRightsOffice@fema.dhs.gov 또는 전화 833- CVL-RGHT (833-285-7448)로 

연락바랍니다.  

 

최신 뉴스가 필요할 경우  Twitter 및 LinkedIn 에 있는 FEMA Region 10 를 확인하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FEMA.gov 를 방문하십시오. 

 

FEMA 의 임무는 재해 직전, 재해 중 그리고 재해발생 직후 주민들은 돕는 것입니다. 

https://twitter.com/femaregion10
http://www.linkedin.com/company/fema-region-10
https://www.fema.gov/disaster/4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