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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롱아일랜드, 로체스터 및 시러큐스에 대한 금융 서비스 부서의 보고서 

수정 결과 발표  

  

금융 서비스 부서,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개의 모기지 대출 

기관과 계약 체결  

  

주택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주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레드라이닝에 대한 진행 중인 주 전체 조사의 일환으로 

롱아일랜드, 로체스터 및 시라큐스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에서 지속적인 인종 격차를 

조명하는 금융 서비스부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버팔로의 대다수 

소수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 기관, 특히 비예금 대출 기관에 의한 레드라이닝과 다른 

형태의 주택 차별을 확인한 이전에 발행된 금융 서비스 부서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별을 받아온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조명합니다. 우리 주가 주택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레드라이닝과 같은 관행은 뉴욕 시민들의 주택 소유권 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 

전체의 경제성을 위협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여전히 뉴욕주의 주택 차별을 근절하고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확대와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부서 Adrienne A. Harris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색인종 

커뮤니티는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차별과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대출자들이 전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은 주택 소유뿐만 아니라 세대의 부를 

개발하고 진정으로 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서비스 부서는 이전에 버팔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레드라이닝과 관련 집행 조치의 

결과를 식별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러큐스와 로체스터 대도시 지역과 나소와 

서퍽 카운티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금융 서비스 부서의 조사는 다시금 유색인종과 

대다수 소수 이웃에 대한 대출이 부족함을 절실히 드러냈습니다.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other_reports/report_redlining_second_ny_20221208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102043


 

 

금융 서비스 부서가 주택담보 대출 공시법(Home Mortgage Disclosure Act)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인구의 41.8%가 백인이 아닌 나소 카운티에서 평균적으로 대출 기관은 대출금의 

34.27%를 유색 인종으로 식별되는 차용인에게 제공합니다.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대출 기관 중 유색인종으로 식별되는 차용인에게 대출해주는 대출 비율은 

14.9%에서 50.22% 사이입니다.  

• 인구의 33.7%가 백인이 아닌 서퍽 카운티에서는 평균적으로 대출 기관이 

유색인종으로 식별되는 차용인에게 융자의 21.86%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대출 기관 중 유색인종으로 식별되는 차용인에게 

대출해주는 비율은 13.07%에서 36.85% 사이입니다.  

• 인구의 23.9%가 백인이 아닌 로체스터 대도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대출 기관은 

유색인종으로 식별되는 차용인에게 11.32%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인구 구성에 근거하여 기대되는 것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 마찬가지로, 시러큐스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인구의 18.7%가 백인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대출 기관은 유색인종으로 식별되는 차용인에게 8.67%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수가 소수인 이웃과 소수 집단의 구성원으로 식별되는 대출자에 대한 

개별 기관의 대출 성과에 대한 세부 정보와 도시의 대출 활동 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부서 조사에서 공정한 대출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두 개의 

주택담보 대출 기관인 1st Priority Mortgage, Inc.와 Premium Mortgage Corporation은 

대출 관행을 개혁하고 웨스턴 뉴욕과 센트럴 뉴욕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더 나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주택담보 대출 기관은 

로체스터, 시러큐스 및 버팔로에서 매년 수백 건의 모기지를 시작합니다. 버팔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및 롱아일랜드의 다른 대출 기관에 대한 금융 서비스 부서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 서비스 부서는 현재 주에서 운영되는 비예탁 주택담보 대출 기관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는 업데이트된 뉴욕 커뮤니티 재투자법(New York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드라이닝 연구와 조사를 통해 

밝혀진 통찰력은 2023년 대중의 의견을 위해 발표될 이러한 제안된 규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주택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 중인 주 정부 차원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 8월, Hochul 주지사와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유색인종 주택 구매자 차별에 대해 

공정한 주택 교육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총 11만 5,000달러가 넘는 3개 부동산 

중개업체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Hochul 주지사는 부동산 

업계에 존재하는 차별과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편견을 모두 탐구한 뉴스데이의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의 포괄적인 입법 패키지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bing.com%2Fck%2Fa%3F!%26%26p%3De65703f71df5e1baJmltdHM9MTY3MDM3MTIwMCZpZ3VpZD0zOWRhMDlmNC1jNTQzLTYxNDktMjQ4NS0xYjljYzQxNDYwNTgmaW5zaWQ9NTM0NQ%26ptn%3D3%26hsh%3D3%26fclid%3D39da09f4-c543-6149-2485-1b9cc4146058%26psq%3Dgovernor%2Bhochul%2Bkeller%2Bwilliams%2Bnewsday%26u%3Da1aHR0cHM6Ly93d3cuZ292ZXJub3IubnkuZ292L25ld3MvZ292ZXJub3ItaG9jaHVsLXNpZ25zLWxlZ2lzbGF0aXZlLXBhY2thZ2UtY29tYmF0LWhvdXNpbmctZGlzY3JpbWluYXRpb24%26ntb%3D1&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d60d97800c240d30e1108dad92bd22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107948593979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ai9wPDmtg2LKTYvNhilwSLkH7Cza7dDFgwgkU8N06E%3D&reserved=0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주정부가 공정한 주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 차별 방지 기금(Anti-Discrimination in Housing Fund)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또한 부동산 중개인들과 판매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최고 벌금을 증가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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