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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GEICO가가가가 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 전자신분증을전자신분증을전자신분증을전자신분증을 활용하는활용하는활용하는활용하는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보험회사가보험회사가보험회사가보험회사가 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자동차부법규로자동차부법규로자동차부법규로자동차부법규로 고객들이고객들이고객들이고객들이 보험보험보험보험 증거물을증거물을증거물을증거물을 보여주는보여주는보여주는보여주는 일이일이일이일이 더욱더욱더욱더욱 쉬워지다쉬워지다쉬워지다쉬워지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GEICO가 뉴욕에서 고객들이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 

기기에 담긴 전자신분증을 사용하여 뉴욕주 자동차부를 통해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최초의 보험회사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DMV는 2015년 

4월에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e-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11월 17일 화요일부터 GEICO 앱에서 뉴욕 고객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뉴욕주 운전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행정부는 뉴욕주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자들의 필요 사항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노력해주는 GEICO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뉴욕 자동차부 및 기타 기관들과 이러한 편리함을 뉴욕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GEICO의의의의 뉴욕사업부뉴욕사업부뉴욕사업부뉴욕사업부 부사장이부사장이부사장이부사장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전자신분증은 고객들이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종이 업무가 적어지면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또한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뉴욕주민들은 뉴욕주가 차량 등록을 위해 자동차 책임 보험 보장을 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DMV의 수정 법규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책임 보험 증명 또는 보험 ID 

카드를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 형태의 보험 

증명서는 이제 운전자들이 DMV 사무소에서 등록증을 취득할 때, 차량 검문 시 보험 보장 

증명서를 제공할 때, 법원 출두 명령 시 판사, 재판 또는 치안판사에게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뉴욕주민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규를 변경하는 것이 DMV가 전자 방식을 택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DMV는 

2014년 수상 경력에 빛나는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고객들이 운전면허증 교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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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로 등록증 갱신, 이메일 및 문자로 면허증 및 등록증 갱신 알림 소식 수신에 

서명을 포함해 온라인으로 트랜잭션을 완료할 수 있는 35가지가 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작년에 2013년의 약 500만건과 2010년의 340만건보다 증가한 

550만 건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 이용을 통해 DMV 방문 시 대기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대단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및 DMV에게도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DMV의의의의 Terri Egan 부장관이부장관이부장관이부장관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보험 계약 증거물을 빨리 그리고 쉽게 제시할 수 있고 보험증도 즉석에서 휴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보험회사들이 이처럼 유용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뉴욕주민들에게 멋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V의 인증 테스트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에게 이들이 

발행하는 신분증이 기술 요건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형태 증거물에 대한 보험회사 테스팅 

및 인증 관련 정보는 dmv.sm.iiesmail@dmv.ny.gov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DMV 소개 

뉴욕주 자동차부(DMV)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주민들과 공감하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선도 기관입니다. 이 부서는 신원확인 서류를 발급하고 필수 자동차 및 

운전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자동차법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mv.ny.gov을 방문하고 Facebook 에서 

DMV에 “like”를 눌러주거나 , Twitter에서 @nysdmv를 팔로우해주십시오. 

 

GEICO 소개 

GEICO(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는 Berkshire Hathaway 기업 

가문의 일원으로, 미국 내에서 두 번째 규모의 민간 승합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1936년에 설립된 GEICO는 미국 운전자들에게 연간 수 백만 건의 자동차 보험료 견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1,300만여명의 민간 승객 고객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2,200만여대의 차량(자동차 & 사이클)에 보험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 geico.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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