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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주택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잠입 테스터 배치 발표  

  

공정 주택 테스터는 판매자, 중개인 및 집주인의 불법적인 차별 대우를 적발하기 위해 

잠재적 임차인 또는 주택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뉴욕주,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정 주택 테스트 기금 2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  

  

 부동산 감정사에 대한 새로운 법률로 공정 주택 교육이 필요  

  

공정 주택법 목표 실현을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주택 임대 및 매매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주 전역에 비밀 테스터를 배치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 

의해 관리되며 비영리 주택 기관이 숙련된 공정 주택 "테스터"를 파견해 잠재적 임대인 

혹은 주택 수요자 역할을 하게 하여 판매자, 중개인 및 집주인의 불법적인 차별적 대우를 

적발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는 입찰에 응했으며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센트럴 뉴욕 및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6개 비영리 단체와 계약 체결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택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사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2021년 

3월 17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인증 

평가자는 지속적인 교육 요건의 일환으로 공정 주택 및 공정 임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령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차별 대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이 주택 임대 및 매매 

거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파렴치한 행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잠재적 임대인 및 

구매자를 차별대우하고 있는 악질 행위자들을 찾아내 주의를 주는 동시에 부동산 

감정사가 공정하고 편견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택 관행을 막으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https://www.dos.ny.gov/licensing/re_appraiser/update2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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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는 공정 주택법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2019년 주택 안정성 및 임차인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을 통해 가장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법 제정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소득 

차별의 원천을 금지하고, 주 기금을 받은 주택 공급업체가 부정적 신용 또는 사법 관련 

이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지원자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난달, Cuomo 주지사는 버펄로 대도시 지역의 재정비에 관한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새로운 보고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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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1월 시정연설에서, 주택 소유의 인종 격차를 해소하고 부의 증대를 

막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고안된 개혁안을 통해 주택 시장의 인종적  부당함에 맞선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이 제안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뉴욕주 모기지 기관(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의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지역사회 기반 대출자가 

저소득 지역사회에서 SONYMA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의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차용자에 대한 계약금 지원을 3,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늘리고, 모기지를 

조절하도록 SONYMA에 융통성을 부여해 위기 상황에서 차용자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레드라이닝(redlining)과의 싸움에 무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SONYMA의 Give Us Credit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더 많은 차용자가 

모기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 기록 및 신용도에 대한 전통적인 조치를 검토하여 

주택 차별을 해결하는 먼 길을 가게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신부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주택 기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적인 주택 관행을 노출하려는 주지사의 

이니셔티브는 주택 제공자가 법을 준수하거나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주거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는 뉴욕 주민들을 주택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 인권 부서(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임시 커미셔너 

Johnathan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골칫거리인 주택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새로운 조치는 집주인, 판매자 및 중개인 

사이에 나쁜 행위자들이 뿌리 뽑히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Rosanna Rosado 뉴욕주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차별은 불법이며, 이곳 

뉴욕주에서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주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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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차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전문가가 공정 주택 

관련 역사와 법률을 지속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새로운 테스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새로운 법령과 합쳐져 악질적인 행위자들을 없애고 편향된 주택 

관행으로부터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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