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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에서 추가 사례 11건을 확인하여 뉴욕주
확진 건수 총 44건

새로운 사례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8건, 나소 카운티 3건 포함
여행사 및 여행보험사가 뉴욕주에서 '이유 불문 취소' 여행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 여섯 개 글로벌 및 국내 보험사가 여행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로 동의
뉴욕주 기관 간 태스크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의료 서비스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브리핑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뉴욕주에서 총 44건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확인된 새로운 사례 중 8건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이며
3건은 나소 카운티 소재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총 44명의 환자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나소 카운티: 4
록랜드 카운티: 2
뉴욕시: 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34

또한, 주지사는 여행보험사와 여행사가 뉴욕 거주자와 기업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COVID-19와 관련된 이유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검사 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사를 계속하고 확진 사례를 찾아 발생을 방지할 것이며, 즉 감염된
사람을 찾아 검역하고 감염률을 줄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휴가 계획
및 기타 여행 계획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대해 살펴보기를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의
향후 지리적 영향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시기에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감독관 Linda A. Lace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뉴욕주는 주민들이 이 변화하는 상황을 살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자 및 사업체
소유주가 이 기간 여행 준비를 할 때 정확한 정보와 안도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뉴욕주의 '이유 불문 취소' 여행 정책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뉴욕주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후 여행사 및 여행보험사가 이러한 유형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COVID-19로 인해 현재
이동 주의보를 받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여행을 계획하려는 뉴욕 기업 및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보험 회사 6곳은 다음과 같은 "어떤 이유로든 취소" 보장 항목을
여행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리안츠(Allianz), 네이션와이드(Nationwide),
스타 인뎀너티(Starr Indemnity), 버크셔(Berkshire), 크럼 & 포스터(Crum & Forster),
취리히(Zurich).
대부분의 표준 여행 보험 정책은 일반적으로 유행병, 범유행병 또는 이와 유사한 공중
보건 사건에 대한 보장을 배제하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한 여행 중단 또는 취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COVID-19의 발발과 관련하여 "이유 불문 취소" 정책의
가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당연하게도, 여행을 예약할 때 많은 여행자는 COVID19의 잠재적 확산과 영향에 따라 향후 계획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하려 합니다. 현재까지
뉴욕주에서는 "이유 불문 취소" 보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금융 서비스부는 여행사 및 여행보험사에 뉴욕주에서는 "이유 불문 취소"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을 낳은 10년 이상 전에 발행된 지침을 명확히 하고
대체하는 안내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부터 여행자 보험과 여행사는 뉴욕
거주자 및 기업에 이러한 정책을 판매할 수 있다고 권고받았습니다. 금융 서비스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유 불문 취소" 정책은 표준 여행 보험과 별개이며 뉴욕주
보험법(Insurance Law)에 따라 함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 불문 취소" 보상 비율은 표준 여행자 보험보다 상당히 높으며, 일반적으로 여행
취소로 인한 여행자 비용의 최대 75%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부는 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기업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알려 줄 것을 뉴욕주 여행자 보험 발급사에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 거주자와 기업들에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여행 건강 고지 사항(Travel Health Notices)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이는 미국인들이 공중 보건 사건과 질병 발병으로 인해 특정 장소로 여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고지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c.cdc.gov/travel/notices.
COVID-19에 대한 뉴욕주의 대응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 불문 취소" 보장에 대한 불만이나 질문이 있는 뉴욕 주민은
www.dfs.ny.gov/complaint을 방문하십시오.
금융 서비스부 보험 안내서 사본을 읽으십시오.
오늘 아침 주지사는 뉴욕주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의료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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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 Lacewell 금융 서비스부 감독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Beth Garvey 특별 고문
Gareth Rhodes 금융 서비스부 차관
Simonida Subotic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 차관
Kelly Cummings 주 운영 및 인프라(State Operations and Infrastructure) 국장
Michael Kopy 비상 관리(Emergency Management) 국장
Patrick Murphy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RoAnn Destito 일반 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커미셔너
Pat Foye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
Rick Cotton 뉴욕 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집행 이사
Dan Fuller 교육 차관
Sandra Beattie 예산국(Division of Budget)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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