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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 시정보고의 다섯 번째 제안서 발표: 금융 착취와 담보권 

행사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종합 계획 

 

주 전역에 노인 학대 인증 프로그램 개시 예정 

 

새 법안으로 사기성 거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역모기지와 담보권 행사로부터 노인 

주택 소유자를 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 착취와 담보권 행사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데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에는 뉴욕주에 있는 은행들에 노인 학대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은행법을 수정하여 은행에 잠재적인 사기성 거래를 중지할 권한을 

주며 입법을 강화하여 노인 주택 소유자들을 역모기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착취는 잔인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입니다. 이 행정명령의 목적은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착취를 저지하고 뉴욕시민이 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들은 악의적인 사기 행위로부터 노인들의 재정과 자산 유지를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속임수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 착취로부터의 노인 보호 

노인에 대한 금융 착취는 전국적인 문제이며 Cuomo 주지사는 뉴욕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하고 노인 금융 착취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2013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주에서 금융 착취의 영향을 받은 금액이 

최소한 1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노인들에 대한 보호에 도움되게 다음과 같이 종합적 조처를 

하였습니다. 

 노인 착취 인증 프로그램 개시: 이 프로그램은 뉴욕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금융서비스부에서 이 인증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여기에는 

금융 착취의 징후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은행 직원 교육을 포함합니다. 인증을 



마친 후 은행에서 인증서를 계시하면 고객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특수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은행 집행 권한: 현재 은행에서는 노인 금융 착취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중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지사는 새 

법안을 제정하여 은행에 잠재적인 사기성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어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선의의 예방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착취 신고: 잠재적인 사기가 식별되어 거래가 중지되면 은행에서는 해당 주 정부 

기관에 보고하여 조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담보권 행사 보호 

많은 62세 이상의 뉴욕시민이 역모기지라고 하는 대출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광고에 현혹되어 역모기지 납부금에 모든 세금, 보험료 및 자택 유지비용이 

포함되는 것을 모르고 추가적인 수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의 결과 많은 노인이 세금과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유로 주택 담보권 행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고객 보호 제도가 

없습니다. 이 보호 제도에는 담보권 행사에 직면한 뉴욕시민에게 제공하는 합의 해결 

회의를 포함합니다. 역모기지의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고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평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려 

합니다. 

 고객 보호의 허점 보완: 주지사는 뉴욕 부동산 행위와 절차 법(Real Property 

Actions and Proceedings Law)과 뉴욕 민법규정(Civil Practice Laws and Rules)을 

개정하여 역모기지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주택 소유자가 대출 제품에 상관없이 똑같은 고객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규칙에 대한 검토 시행: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에 역모기지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다시 검토한 후 개정할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담보권 

행사 피해를 예방하고 뉴욕 주택 소유주에게 더 많은 보호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