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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폭풍폭풍폭풍폭풍 SANDY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자들을소유자들을소유자들을소유자들을 위해위해위해위해 분쟁이분쟁이분쟁이분쟁이 있거나있거나있거나있거나 거부된거부된거부된거부된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를청구를청구를청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DFS 

조정조정조정조정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발표발표발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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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폭풍 Sandy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청구를 다투거나 보험금 거부로 

불만인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금융서비스부가 임의 조정 절차를 확립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은 폭풍 Sandy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주택 보험 회사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보험금 청구 해결을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의 경우에도 조정은 소송보다 훨씬 더 비용이 작게 들므로 모두에게 승리입니다.” 

 

금융서비스부장 Benjamin M. Law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홍수 보험금 청구의 대부분은 

보험 회사들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폭풍 경험상 일부 청구는 해결이 

곤란함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주요 폭풍들 후에 다른 주에서는 조정이 극히 성공적이었음을 

압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부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폭풍 Sandy로 인한 미결 및 거부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임의 조정을 제안하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긴급 규제를 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비홍수 보험금 청구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해결되지 않은 것의 대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8일 현재, Sandy의 영향을 입은 지역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보험회사들이 홍수 

이외의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432,000건의 청구를 받았는데 87%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금융서비스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험회사들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46억 달러 중에서 

36억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주거 부동산 보험과 관련해서는 287,000건의 청구가 있었는데 

보험회사들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17억 달러 중에서 15억 달러를 지급하여 94%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신규 규제에 의거 주택 소유자들은 다투어지는 청구금에 대해 또는 보험회사의 청구금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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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Andrew, Katrina 및 Rita의 여파 후에 Florida, Mississippi 및 Louisiana주는 다투어지는 

보험금 청구를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중재협회가 시행하는 비기속적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이 프로그램이 유익함을 발견하였습니다. 허리케인 Andrew 후에 

플로리다주의 보험부가 시행한 프로그램은 2,400건의 청구를 처리하여 92%의 해결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Katrina 후에 15,000건의 케이스가 제출되어 해결율이 

74%였습니다. 미시시피주의 경우, 5,000건의 케이스가 82%의 해결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규제 64의 긴급 수정은 뉴욕주에 유사 조정 프로그램을 확립하며 이는 금융서비스부에 의해 

승인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AAA가 시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를 제외하고 2012년 10월 26일과 2012년 11월 15일 

사이에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또는 

Westchester 카운티에서 발생한 부동산 및 동산 보험금 청구 분쟁을 취급할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에 의거 제기한 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 수정에 의거 보험회사는 적격 청구를 조정에 회부할 권리를 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조정에 신의성실로 참여하고 AAA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은 주택 소유자에게 기속력이 없으며 감정 평가를 요구할 권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리 같은 주택 소유자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은 보험회사와 주택 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면에 의해,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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