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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및 기타
유사한 단체들과의 관계로 평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회사들에게 관계의 검토를
촉구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지시

전미 총기 협회(NRA) 및 유사 단체와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보험 회사, 은행, 기타 금융
기관 독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면허를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보험 회사,
뉴욕주 공인 은행, 기타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및 기타 유사한 단체들과 맺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의 검토를 촉구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했습니다. 이 검토에 따라,
이 회사들은 그러한 관계가 해당 기업의 평판에 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총기 규제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개인, 회사, 단체 등에게 총기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안내와 지원을 요청하는 고객과 지역사회에 종종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전미 총기 협회(NRA) 및 기타 유사한 단체들과 맺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뉴욕주 전 지역의 보험 회사와 은행들이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평판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함께 협력할 경우,
뉴욕에서 총기 폭력을 최종적으로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강력한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기업이 더욱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제 대상인 법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가치를 재정비하기 위해, 플로리다 파크랜드 학교 총격
사건 이후 전미 총기 협회(NRA)와의 관계를 끝내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의
규제를 받는 주요 보험 회사인 멧라이프(MetLife)는 최근 전미 총기 협회(NRA) 제휴
할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으며, 또 다른 금융서비스부(DFS)의 규제 보험사인

처브(Chubb)는 최근 전미 총기 협회(NRA) 브랜드를 앞세운 “캐리 가드(Carry Guard)”
보험 프로그램 인수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의 Maria T. Vullo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무의미한 비극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뉴욕에 있는 모든 보험 회사와 은행이
전미 총기 협회(NRA)와의 제휴 관계를 이미 중단한 회사들에 동참하여,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4 조 3 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1,400 개 이상의 보험 회사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 보험사 200 곳, 재산 상해 보험사 1,100 곳, 건강 보험
회사 100 곳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금융서비스부(DFS) 규제 대상 보험 회사에 발송된 금융서비스부(DFS) 지침
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모든 금융서비스부(DFS) 규제 은행에 발송된 지침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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