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부상을 당하
셨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부상을 당하
셨습니까?

직원 상해보험의 혜택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의 혜택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은 직장에서 직원이 다치거나 업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와 직장 손해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직
원이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했는지의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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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자격에 관계 없이 상해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
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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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십시오. 보험금 청구서가 수락되면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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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려면 1-866-396-8314로 전화하십시오.
√ 위원회 웹사이트 www.WCB.NY.Gov를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세
히 알아보십시오.
√ 특별 중재가 필요한 까다로운 사례인 경우, 부상 직원 옹호 담당실에
1-800-580-666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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