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해서 치료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치료비는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상대측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No-Fault 는 병원비, 일실소득 (사고전 소득의 

80%, 또는 최고 월 $2,000 달러 중 낮은 액수), 

기타 필요경비(약값, 교통비, 도우미 고용등) 

등을 제공하며 보상한도 금액은 5 만달러 

($50,000)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탑승 차 보험 적용)에게도 적용됩니다.  

보행자의 경우, 자신을 친 차의 보험으로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법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승객, 음주 운전자, 마약 운전자,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 등은 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No-Fault 는 사고 발생 이후 30 일 이내에 반드시 

보험회사측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No-Fault 는 소송을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받는 

보상금과는 별도입니다.  

 

상대측 운전자를 상대로 언제 소송이 가능합니까? 

 

▲귀하의 치료비, 또는 일실소득이 No-Fault 

보험에서 제공하는 5 만달러를 상회했을 때, 

▲귀하의 부상 여부가 뉴욕주 법이 명시하는 

‘중상’(serious injury)에 해당될 때,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상대측이 보험이 없을 때, 

▲사고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프리 김 변호사는 1987 년 뉴욕 웨스트포인트 

소재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 년간 

장교로서 군 복무를 마친 뒤 1996 년 호프스트라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997 년 

뉴욕과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금까지 의뢰인들을 위해 수백여건이 넘는 

사고상해 소송을 직접 법원에 서서 배심원들에게 

호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 년부터 퀸즈 

아시안변호사협회의 회장을 역임해오고 있으며 

전미 재판소송 변호사협회, 뉴욕주 

재판소송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 팸플릿에 게재된 정보는 귀하의 편의를 위한 일반적인 

상식 정보이며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또한 법이 수정되면서 

이 팸플릿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각종 사고로 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718-428-

494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뉴욕주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아야 될 

기본 상식 

 

 

Practice Area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보행자 사고 

● 현장 사고, 낙상 사고, 직장 사고 

● 의료 사고  

●제조물 책임법 (Produc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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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뉴욕주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법적으로 사고 당사자들끼리 각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란 ▲운전자들 ▲부상당한 자 

▲재산피해가 발생한 자 ▲경찰 (현장 출동시) 

등입니다. 

 

어떤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가? 

 

▲이름, 거주 주소 ▲운전 면허증 정보 ▲보험 정보 

▲차량 등록 정보 

만약 위의 정보를 사고 발생시 지참하고 있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로 경찰에 누락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을 반드시 불러야 

되는가? 

 

▲만약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재산피해가 발생했거나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위의 상황 외에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911 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사고 리포트(Accident Report)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까? 

▲재산피해가 $1,000 달러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을 때 뉴욕주 

차량국(DMV)에서 발급하는 MV-104 리포트를 

반드시 작성해서 차량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만약 리포트를 보내지 않으면 귀하의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911 로 전화해 응급조치를 취하십시오.  

 

사고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까? 

 

▲운전자들과 탑승자의 이름 및 주소 

▲사고 차량 정보 

- 소유자 

- 차량번호  

- 등록번호 

- 차량 모델  

- 보험 정보  

▲사진기나 셀폰으로 사고 현장을 찍어두는 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에 증인이 있을 경우, 이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www.jkpclaw.com/


만약 증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면 이들의 차량번호를 적어두십시오.  

 

사고 발생 후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이나 뉴욕주 

차량국(DMV)으로부터 사고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는 언제 연락해야 됩니까? 

 

사고 발생 직후 보험회사측에게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서면으로 보험회사측에게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사고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와 관련, 복수의 보험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보험회사측에게 연락을 취해 사고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야 됩니다. 

 

사고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응급조치를 취한 

뒤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측으로부터 소송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에 연락을 취해 소송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께서 소송장에 직접 답변하시거나 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피해 규모가 귀하의 보험 

한도액수를 훨씬 더 상회한다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됩니다. 

 

노-폴트(No-Fault) 보험제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뉴욕주의 No-Fault 란 교통사고 발생시 누구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각자의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한 사람의 병원비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