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석 보증 산업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뉴욕주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공청회 발표 

 

DFS 및 DOS, 지역사회 구성원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공청회 개최 

 

주지사,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상업적 보석 보증 

산업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지시 

 

조사 및 공청회는 공청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행 및 규제 조치를 비롯한 공동 대응 

방안을 통지할 예정 

 

경범죄 및 비폭력 중범죄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입법부의 보석금 제도를 

개혁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보완 

 

 

Andrew M. Cuomo는 오늘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도덕한 보석금 보증 산업 활동을 

단독하며, 보석금 산업의 신뢰성 기준을 높이기 위한 뉴욕주의 조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와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는 뉴욕시, 웨스턴 뉴욕 센트럴 

뉴욕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가로부터 보석금 보증 관행 

및 업계의 인권 침해를 근절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상업적 

보석금 보증 산업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도록 DFS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권고 사항 및 DFS 조사 결과로 주정부의 대응을 통지할 것이며, 해당 대응 방안에는 

가능한 사법 집행 조치 및 새 규정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구식 형사 사법 제도는 감옥에서 

석방되어 자유를 누릴 기회가 순전히 경제적 지위에 달려있는 2단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수호하도록 노력한다면, 이러한 조치로 약탈적인 관습을 

단속하고 뉴욕 주민을 부도덕한 관행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는 항상 



 

 

평등과 사회 정의의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조금 산업의 불평등과 맞서 싸움으로써 

미 전역에 다시 한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구식 보석금 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주지사 시정 방침에서 제시한 포괄적 형사 

사법 어젠다와, 경범죄 및 비폭력 중범죄 보석금 제도 폐지를 포함하여 보석금 제도 

개혁을 입법화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석금이 형사 

사법 제도의 일부인 한, 이러한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상업적 

보석금 보증 산업의 약탈적인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다음 날짜에 개최됩니다. 

 

뉴욕시 (New York City)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One State Street Plaza, 6th Floor 

New York, NY 10004 

 

웨스턴 뉴욕 (Western New York)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Buffalo & Erie County Public Library - Central Library 

2nd Floor Central Meeting Room 

1 Lafayette Square 

Buffalo, NY 14203 

 

센트럴 뉴욕 (Central New York)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Onondaga Community College 

SRC Arena and Events Center, Otis Suite 

4585 West Seneca Turnpike 

Syracuse, NY 13215-4585 

 

공청회에서는 보석금 에이전시가 청구하는 수수료 및 비용, 해당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수수료 내역의 명확한 공개, 담보물을 소유한 보석금 에이전시의 재정적 책임 및 

의무를 비롯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조사합니다. 아울러,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업적 

보석금 보증 산업에 대한 정부의 현 대안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법원이 명령한 무담보 

보증 또는 부분 담보 보증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사는 판사에게 보석금을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경우 주정부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청문회 중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법 대응을 공식화할 것입니다. 



 

 

 

라이선스 외에도, DFS는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보증인 및 대리인에 대한 감독 및 집행 

권한이 있어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DOS는 소비자 보호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지난해 DFS는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보증 회사와 허가받은 보석금 에이전시에게 

2017년 뉴욕주 상소법원에서 Gevorkyan v. Judelson 판사가 만장일치로 판결하여 

공표된 뉴욕주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통지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DFS가 제출한 법정 의견서의 법률 분석에 크게 

의존합니다. 또한, 뉴욕주 보험법에 따라 보석금 보증 회사 또는 보석금 에이전시는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 보석금 보험료를 계속 보유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융서비스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DFS 지침은 보석금 에이전시와 보증 

회사에게, 보석 심리 결과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 석방되지 않은 피고인이 

지불한 모든 보석금 보험료와 보상금을 즉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지시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Maria T. Vullo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FS는 주지사님의 보석금 제도 개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주무부가 형사 사법 제도를 확실히 개선하도록 법률 및 규제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할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석금 문제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포괄적 조치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주지사님의 재사회화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Reentry) 공동 

의장으로서, 수감자들을 대우하는 방식에 있어 어떻게 우리 경제 시스템이 불필요하고 

해로운 역할을 하는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대중에게 보석 과정에 관해 알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야만 해당 시스템의 사기, 오용 및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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