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ndrew M. Cuomo | 주지사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2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계속계속계속계속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뉴욕시와뉴욕시와뉴욕시와뉴욕시와 LONG ISLAND에에에에 DFS 

이동지휘센터이동지휘센터이동지휘센터이동지휘센터 배치배치배치배치  

 

다음다음다음다음 주주주주 이동지휘센터이동지휘센터이동지휘센터이동지휘센터 방문시방문시방문시방문시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청구청구청구청구, 모기지모기지모기지모기지 구제구제구제구제, 기타기타기타기타 문제에문제에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DFS의의의의 도움도움도움도움  

 

피해를피해를피해를피해를 입입입입은은은은 가족과가족과가족과가족과 사업체들은사업체들은사업체들은사업체들은 또한또한또한또한 DFS 재난재난재난재난 핫라인핫라인핫라인핫라인  

1-800-339-1759으로으로으로으로 전화전화전화전화 요망요망요망요망 

 

수퍼폭풍 Sandy의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Andrew M. Cuomo 지사는 이 폭풍의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들에게 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부(DFS) 이동지휘센터(MCC)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DFS 요원들은 다음 주 뉴욕시와 Long Island에서 보험금 청구, 모기지 구제 및 

기타 문제에 관련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퍼폭풍 Sandy가 야기한 끔찍한 피해 후의 재건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할 

일이 더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파괴적 자연 재해 후에 집과 삶을 재건하는 

난제에 아직도 직면하고 있는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가족과 사업체들에게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장 Benjamin M. Law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퍼폭풍 Sandy에 관련된 많은 

보험금 청구가 이미 해결되었지만 남아 있는 청구들은 가장 어려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폭풍 후에 

재건하는 뉴욕주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하도록 Cuomo 지사님은 우리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DFS 요원들은 다음 주 부의 이동지휘센터에서 주민들과 만날 것입니다. 이 센터는 다음 장소에 

다음 일자의 오전 9시 ~오후 5시 사이에 개설될 것입니다: 

 

10월월월월 28일일일일, 월요일월요일월요일월요일 

Siller Foundation Relief Center 

2145 Hylan Bl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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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n Island, NY 

 

10월월월월 29일일일일, 화요일화요일화요일화요일 

Gerritsen Beach Library 

2808 Gerritsen Avenue 

Brooklyn, NY 

 

10월월월월 30일일일일,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The Howard Beach Library 

92-06 156th Avenue 

Howard Beach, NY  

10월월월월 31일일일일, 목요일목요일목요일목요일 

Freeport Memorial Library  

144 W Merrick Road  

Freeport, NY  

 

11월월월월 1일일일일, 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Lindenhurst Memorial Library  

1 Lee Avenue 

Lindenhurst, NY 

 

11월월월월 2일일일일, 토요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 

Community Church of the Nazarene  

1414 Central Avenue  

Far Rockaway, NY 

 

피해를 입은 가족과 사업체들은 또한 DFS 재난 핫라인 1-800-339-1759으로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할 

것이 촉구됩니다. 이 핫라인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부터 오후 4:30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Sandy의 영향을 입은 뉴욕주 지역에서 약 500,000건의 비침수 보험금 청구 중 

98% 이상이 해결되어 50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미결 

청구들은 종종 가장 곤란하거나 어려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DFS는 피해를 입은 뉴요커들이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DFS는 Sandy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청구를 다투거나 보험금 거부로 불만인 주택 소유주 및 업소들을 위해 임의 조정 절차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들은 FEMA가 시행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홍수 보험에 

의해서만 홍수 피해의 보상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DFS 요원들은 그러한 보험금에 관련된 

연방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뉴요커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DFS는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을 모기지에 관련된 문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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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폭풍 후에 그들이 받은 모기지 유예 기간의 말에 도달하였거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DFS는 모기지 변경을 위해 가능한 옵션을 포함하여 그 문제에서 은행 또는 모기지 서비스 회사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주택 소유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과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 또는 업소는 DFS의 전화 1-800-342-3736 또는 DFS 

웹사이트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DFS는 뉴요커들이 미래의 폭풍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더 잘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톱 50 폭풍 대비 팁”  리스트도 발행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