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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미지급된미지급된미지급된미지급된 생명보험금이생명보험금이생명보험금이생명보험금이 미미미미 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 1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이고이상이고이상이고이상이고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민들의주민들의주민들의주민들의 경우경우경우경우 

3억억억억8,600만만만만 달러에달러에달러에달러에 이른다고이른다고이른다고이른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 보험료에보험료에보험료에보험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수령수령수령수령 자격자격자격자격 여부를여부를여부를여부를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www.NYPolicyFinder.com를를를를 방문하십시오방문하십시오방문하십시오방문하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의 행정부에서 생명보험사에서 미지급 보험료에 대한 

금융서비스국(DFS) 조사의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번 조사로 

미 전역에서 미지급된 생명보험금이 11억 달러 이상이며, 이 가운데 뉴욕 주민들에게 미지급된 

보험료는 3억8,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생명보험료가 지급되었고, 그 중 뉴욕 주민은 25,000여명에 

달합니다.  

 

“이번과 같은 공격적인 조사로, 뉴욕 주민 25,000명을 포함해 미 전역의 수 천 가구에게 수 억 

달러의 생명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들이 단 한 푼도 빠짐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Benjamin M. Lawsky,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지급 생명보험료로 11억 

달러가 넘는 놀라운 액수가 생명보험 회사의 장부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와 협력하였습니다.”  

 

DFS 조사는 많은 보험 회사들이 정기적으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최근 사망자 명단을 받았으나,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명단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사망자 가족이 사망자가 생명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그 보험료는 지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 천 가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생명보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보험사들이 연금 수표를 받는 분들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가끔 최근 사망자 

명단을 사용했는데, 사망이 확인된 경우 보험사가 연금 지불을 중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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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로 DFS는 미국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마스터 파일을 활용하여 보험료 지급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보험 증권을 조사하고 보험 증권의 수혜 대상이나 보험료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익자들을 찾아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뉴욕주는 보험 증권의 대조 조사를 명한 최초의 주로, 

향후 이 조치를 명하기 위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12월, Cuomo 주지사는 증권 소유자가 

사망한 때를 식별하고 생명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자를 찾기 위해 기록을 규칙적으로 

영구 검색하게 하는 새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험 수익자에게 돌아갈 11억 달러에는 113,559명에게 지급할 8억1,200만 달러의 

직접지불금과  주정부에 "귀속"되는 3억3,9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귀속 금액이란 수익자 또는 

상속자를 즉시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정부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 지급요청 금액은 

상속자가 나타날 때까지 주정부로 이첩되어 보관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확인된 3억8,600만 

달러에는 25,843명에게 직접 지급된 2억4,100만 달러와 주정부 귀속금 1억4,5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로 Cuomo 주정부는 무료 온라인 "잃어버린 보험증권 찾기(Lost Policy Finder)" 사이트, 

www.NYPolicyFinder.com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뉴욕 주민들이 분실한 생명보험증권과 

연금보험 계약서를 찾을 수 있도록 보험사들과 협력해서 구축한 것입니다. 

 

Lawsky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가입자께서는 www.NYPolicyFinder.com에서 

미지급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귀 가족들은 상당한 양의 

생명보험금 수령 대상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입자들이 수령 대상인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욕주 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1년 사망한 사람의 보험증권 수익자인 Staten Island 거주민에게 171,177 달러 지급;  

• 2008년 사망한 연금수령자의 수익자인 Long Island Bayside 거주민에게 99,931 달러 지급;  

• 2003년 사망한 개별 생명보험 가입자의 Montauk 수익자에게 406,598 달러 지급  

• 2009년 사망한 사람의 연금보험 증권에 올라 있는 Genesee 카운티 LeRoy 타운 거주 수익자에게 

97,847 달러 지급.  

본 조사 보고서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finalunclaimedlifeinsurancebenefitsinvestigation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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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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