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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재정서비스부에 겨울 폭풍 피해 대응 요청 신속 처리 지시  

  

보험 관련 문의가 있는 뉴욕 주민은 DFS 산하 재난 핫라인 (800) 339-1759번으로 연락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겨울 폭풍 피해를 입은 버펄로 및 워터타운 지역의 보험 

신청 신속 처리를 위해 재정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주 

외의 독립적인 보험 사정자를 대상으로 임시 사정 승인(Temporary adjuster Permits)을 

발령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승인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뉴욕 주민의 청구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정인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뉴욕 주민들이 요청을 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보험사는 재정서비스부 웹사이트에서 필수적인 신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겨울 

폭풍으로 인한 뉴욕 기업 및 주택 소유주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뉴욕 주민의 보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며, 

버펄로와 워터타운 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지역사회와 자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청구를 신청하시기를 모든 뉴욕 

주민께 당부드립니다."   

  

Adrienne A. Harris 재정서비스부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FS는 피해 주민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험 관련 및 겨울 폭풍 질문을 해주십시오. 

DFS는 임시 사정 허가를 웨스턴, 센트럴, 노던 뉴욕 카운티 재산 피해자에 대응해야 

하는 기관에 발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러한 지역사회의 복구와 회복을 

돕는 연관 정부 기관 및 지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비상 대응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겨울 폭풍의 강도, 주택 소유자 및 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청구 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을 맞아 DFS는 모든 보험사의 역할 수행을 기대합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보험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사합니다.  

 청구인이 사진 또는 비디오 녹화(물리적 검사 필요 없음), 재료 샘플(해당하는 

경우), 재고, 재산 수리 또는 교체 영수증 등과 같은 합리적인 증거 품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이 손상된 재산을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DFS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피해 주민 및 기업의 보험 관련 문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피해 보상 범위 등 보험 정책 관련 정보, 피해 청구 서류 준비에 대한 지원, 재산 보호 

등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재정서비스부의 재난 핫라인(Disaster Hotline) 800-339-1759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거나 재정서비스부 웹사이트 www.dfs.ny.gov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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