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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단속 조치와 “FT.DRUM LOOPHOLE”(법적 

허점)의 차단을 발표 
 

Cuomo 행정부는 군 장병들에게 뉴욕의 금리 제한보다 두 배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기 
위해 이용되는 법적 허점을 차단  

 
옴니 군사 대출(Omni Military Lending)은 뉴욕의 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대출 중지에 

동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Fort Drum Loophole” 중지에 따라 군 장병들에 대한 
고금리 대출 단속 발표했습니다. 그 허점은 - 뉴욕 주 은행 국이 2005년 이전 내린 결정에 
입각하여- 회사들로 하여금 뉴욕에 주둔하지만 영구적인 주둔은 아닌 군 장병을 
대상으로 뉴욕 주 허용 금리 보다 두 배 높은 고금리 대출을 허가 없이 내주도록 
이용되었습니다. Cuomo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2015년 7월 6일 자로 2005 결정의 행정적 
효과를 중지합니다.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 군 장병에게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그리고 뉴욕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약탈적인 대출에서 군 장병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회사는 우리가 
나쁜 행위자를 단속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그의 2015 기회 의제의 일부로서 Fort Drum Loophole 을 차단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옴니 군사 대출(Omni Military Lending)는, 금융 
서비스의 뉴욕 주 부 (DFS)과의 토론 후, 뉴욕에 주둔 장병에 대한 모든 대출은 이제 
DFS, Omni Financial of New York, Inc 에 의한 허가 주체를 통해 할 것에 동의하며, 이는 
뉴욕의 주식, 고리 대금 및 라이센스 대출 법률을 준수합니다. 옴니(Omni)는 뉴욕에서 
36%까지 대출을 실행해 왔습니다 – 뉴욕 주의 금리 제한이 몇몇 대출에는 16%이고 몇몇 
허가된 대출기관에 의해서는 25%임에도 불구하고.  
 
NYDFS는 Omni에 모든 군 장병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 대출이 뉴욕 주에 주둔하고 
있는군 장병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뉴욕주의 금리 제한을 지키며, Fort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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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hole는 중지되었다는 것에 대한 회사의 동의를 알리는 내용의 레터를 송부했습니다.  
 
Omni는 Fort Drum 근처 뉴욕 Evans Mills에 있는 상점 입구 엔티티를 통해 빌려주고 
있으며, 주지사의 행정부는 또한 앞으로 뉴욕에 주둔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대금업자의 불법 온라인 대출을 단속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NYDFS는 불법적인 
높은 이율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대출 특히 월급날 대출을 중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Fort Drum loophole을 중단하는 NYDFS의 서한 사본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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