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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28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로 피해를 입은 뉴욕주 보험기금 계약자를 위해 납기일을 
연장해주다 

 
허리케인 Sandy 피해 보험계약자들, 내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다 

 
뉴욕주 보험기금, 모든 보험계약자들에게 유연한 납기 조건을 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험기금이 허리케인 Sandy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보험계약자들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Richmond, Rockland, Suffolk, Queens, Westchester 등 10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2012년 
10월 26일 - 12월 26일 사이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상금과 
장애수당 보험계약자의 경우 납부 기한이 2013년 1월 26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실 상, 모든 
보험계약자들은 최소 30일의 유예 기간을 얻게 되었고, 일부 계약자들의 경우 최고 90일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피해 계약자들을 위해서 위약금이나 계약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허리케인 Sandy 이후 현지 상인들이 아직도 재건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들이 복구 활동을 지속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폭풍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들은 우리 지역 상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자원을 가질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뉴욕주가 현재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금융 
자원과 지원 외에도 우리는 상인들의 복구를 돕기 위해 보험료 납부를 최고 90일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험기금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다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지불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사에 연락해 개정된 급여지불총액을 알려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보험기금은 피해 고용주들이 지불명세보고서와 기타 금융 기록을 즉시 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보험 보장 범위를 평가하고 보험요율을 정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비즈니스 사무소 또는 NYSIF에 1-877-898-
8308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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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 외에도 뉴욕주 보험기금은 폭우 발생 후 30일 동안 보험료 미납에 대해 보험 취소 
조치를 즉시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11월 23일까지 NYSIF는 7,834명의 근로자보상 계약자와 
1,069명의 장애수당 계약자의 8,903개 보험을 부활시켰습니다. 
 
“뉴욕주 보험기금은 폭풍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Dennis J. Hayes 
CEDD(Chief Executive Deputy Director)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요식 절차와 오랜 지연 없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파악해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뉴욕주 보험기금의 허리케인 Sandy 페이지 
http://ww3.nysif.com/AboutNYSIF/NYSIFNews/HurricaneSandy.aspx를 방문하고, 최신 정보는 
Facebook(www.facebook.com/newyorkstateinsurancefund) 및 Twitter(www.twitter.com/NYSIF_1914)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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