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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버펄로 레드라이닝에 대한 뉴욕 조사의 결과를 발표  

  

역사적으로 레드라이닝된 지역사회의 주택소유를 확장해 인종적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주지사의 2021년 시정연설 제안을 따라  

  

금융서비스부의 보고서는 레드라이닝이 법으로 금지된 이후 소수자가 많은 주변지역과 

유색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의 상당한 부족을 발견  

  

보고서는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이 뉴욕주 지역사회 재투자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연방 정부에 연방 공인 기관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입법 조치 권장  

  

금융서비스부는 지역사회 및 유색인 차용자에 대한 대출 실적 개선을 목표로 헌트 

모기지와의 협의 체결, 기타 여러 금융서비스부 조사가 진행 중  

  

레드라이닝에 악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주택소유율을 높이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2021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제안에 따라,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메트로폴리탄 구역의 레드라이닝에 대한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버펄로는 레드라이닝 및 기타 형태의 

주택 차별이 법으로 금지된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차별받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금융서비스부의 보고서는 모기지 대출 기관, 특히 비예금 대출 기관에 의한 

대출의 뚜렷한 부족이 오늘날 소수자 인구가 많은 버펄로 인근지역과 일반적인 소수자 

주택구매자에 대해 계속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레드라이닝에는 인근지역 인구의 인종 또는 민족적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인근지역에서의 사업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특정 인근지역의 주택 대출에 

대해 좀 더 가혹한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불법적인 관행이 포함됩니다. 버펄로 시의 

인구는 약 47%의 백인, 36.7%의 흑인, 11.6%의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이며, 그리고 

메트로 지역의 인구는 약 77%가 백인, 12%가 흑인, 5%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펄로 시에서 흑인으로 식별되는 사람들의 85%가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동쪽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 곳은 1930년대에 레드라이닝된 

지역이 위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사회, 특히 유색인 가족은 모기지 

대출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의 형태로 주택 차별을 겪고 있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al-expand-home-ownership-historically-redlined-communities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other_reports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enforcement_actions_lf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enforcement_actions_lf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enforcement_actions_l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al-expand-home-ownership-historically-redlined-communities


 

 

못하는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종적인 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모기지론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주 시정연설 제안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금융서비스 감독관 Linda A. Lace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발견은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은 부와 경제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경로이며 

자료는 유색인 가족,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 가정에 비해 버펄로의 모기지 

대출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수립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차별주의 정책의 유산이 지속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버펄로 시장에는 대형 글로벌 은행에서 소규모 현지 및 지역사회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은행이 포함됩니다. 모기지 대출에만 초점을 맞춘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의 중요성은 크게 증가했으며,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은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버펄로에서 모기지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은행 대출 기관들은 대다수의 

모기지의 원천으로 은행을 따라 잡았습니다.  

  

금융서비스부 조사는 버펄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주택 모기지 공개법(Home Mortgage 

Disclosure Act)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금융서비스의 분석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펄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총 대출의 9.74%만이 소수자에 해당하며, 소수민족이 

메트로 구역 인구의 약 20%인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에 비하면 절반 미만입니다.  

• 버펄로 시장의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은 소수자가 다수인 인근지역에서는 예금 

기관보다 더 낮은 비율로 대출을 했으며, 주 전역과 국가에서는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금융서비스부가 조사한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들 중 일부는 소수자 다수 

지역에서의 사업을 위해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절한 공정한 대출 준수 

프로그램이 없으며, 유색인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는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 추적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부 입법 조치: 주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은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을 다루지 않습니다. 은행에 한하여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예금 담보 대출 기관에 지역사회 재투자법을 적용하는 것은 

뉴욕 주거 대출 시장에서 공정한 대출 남용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조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부는 뉴욕주 

은행법(Banking Law) § 28-b, 주정부의 지역사회 재투자법(주로 연방 지역사회 

재투자법을 반영)을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에 적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연방 정부 조치: 이 보고서는 연방 기관, 미국 통화 감사관국(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및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대해 주 및 연방의 연방 정부 규제 기관을 조사하여 통계적 측정에 

기반에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버펄로 기관에서 공정한 대출 위반이 

발생하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역에있는 금융서비스부의 고유 

관할권은 주 인증 은행 및 신용 조합과 금융서비스부 라이선스 비예금 모기지 

대출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에의 의뢰: 이 보고서는 뉴욕주 

주무부가 여러 비은행 대출기관이 비즈니스에 크게 의존한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역할을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권고는 인종,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싸움에 비추어 시기 적절하고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레드라이닝된 지역의 인구는 또한 전체 인구보다 양질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환경 위험, 낮은 기대 수명, 건강 결과 악화 등 경제적 단점을 

계속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이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은행 대출 기관과의 협의  

주지사는 또한 금융서비스부가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인 헌트 모기지 코퍼레이션(Hunt 

Mortgage Corporation)과 합의했음도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의 조사는 헌트 

모기지의 의도적 차별 또는 공정 대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부는 헌트 모기지의 공정한 대출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약점과 

공정한 대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부족하여 유색인 및 소수자 다수 지역 대출에 

대한 대출의 성과가 저조한 데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의의 노력으로 헌트는 

다음을 포함하여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유색인과 주요 소수자 다수 지역 내 마케팅 증가  

• 소수자 다수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해 150,000달러의 할인 또는 

보조 금융을 제공할 특별 자금 조달 프로그램 개발  

• 대출에 상당히 참여하는 헌트 모기지 직원 및 에이전트에게 연례 공정 대출 교육 

제공  

• 연간 공정 대출 준수 심사를 실시  

  

금융서비스부는 다른 여러 대출 기관을 계속 조사하고 이러한 사례가 해결되면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대출 기관의 실적 차트를 포함한 전체 보고서를 검토하려면금융서비스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헌트 모기지 합의 계약을 검토하려면 금융서비스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other_reports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enforcement_actions_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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