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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택소유주를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증서 사기 및 모기지 사기의 예방을 위해 허점 차단  

  

조합의 일부인 좀비 주택(Zombie Properties)에 대한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s' 

Association, HOA)비를 은행이 계속 납부해야  

  

모기지 매각 중 은행 및 금융기관의 의무를 개혁하여 주택소유주를 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택소유주를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종합 법안을 

제정하는 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본 법안은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증서 사기 및 

모기지 사기의 예방을 위해 허점을 차단합니다(A.5615/S.1688). 또한 은행은 조합의 

일부인 좀비 주택(zombie properties)에 대한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s 

association)비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S.4182/A.1800). 그리고 모기지 매각 중 은행 및 

금융기관의 의무를 개혁하여 주택소유주를 보호합니다(A.92A/S.5017A).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법안들은 주택소유주의 전면적 보호를 

제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허점을 차단하며 뉴욕의 모든 위대한 뉴욕 

주민들의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지킵니다. 이 새로운 보호 제도들로 우리는 

더 평등하고 강한 뉴욕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증서 사기 및 모기지 사기 예방 (A.5615/S.1688)  

  

이 법안은 주택이 채무 불이행 또는 담보권 행사 상태인 주택소유주를 위해 더 나은 보호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증서 사기 및 모기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허점을 

차단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권리를 회복할 기회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Velmanette Montgomer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서 도난 법안(Deed 

Theft Bill) 통과는 주택소유주들, 특히 유색인종 지역사회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절박한 

문제 중 하나를 다루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도둑들은 가장 취약한 주택소유주를 노려 

가족들로부터 부유한 세대를 앗아갑니다. 선출된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제 구역과 모든 뉴욕주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Helene Weinste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 DA)는 고소를 제기하고 사기를 수사할 수 

있으나, 주택소유주의 주택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지방 

검사(DA)가 법정에 나아가 불법적인 증서를 폐기하고, 주인에게 주택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주택을 다시 돌려받을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철창에 

넣는 것도 좋지만, 이 법안은 불법적인 이전을 무효화하고 주인이 주택을 되찾게 해 

줍니다."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s' Association)비 지불 요구(S.4182/A.1800)  

  

본 법안으로 비어있거나 유기된 주거용 부동산의 은행 또는 저당권자는 담보권 행사 중 

해당 부동산이 포기되었다면 유지에 필요한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s' 

Association)비 또는 협동조합비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로써 담보권 행사가 

완결되기 전에 부동산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Julia Salaz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어있거나 유기된 주거용 건물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겪는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담보권 행사 절차 동안, 은행과 

저당권자들은 해당 건물의 주변 지역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으로 조합과 주택소유주 협회(HOA)의 주택 또한 좀비 주택이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경제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유기된 건물들 

사이에 사는 이웃들을 주택 황폐화로 인한 이차적 결과로부터 보호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적 혜택을 줄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William B.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비' 주택들은 유기된 

주택을 유지하여 협회의 다른 주택에 미칠 손상이나 노후를 막아야 하는 뉴욕의 

주택소유주협회(HOA) 및 조합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마침내 주거용 부동산에 필요한 보호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전진하는 뉴욕의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기지 매각 중 은행 의무 개혁(A.92A/S.5017A)  

  

융자 조정을 검토하는 소비자는 종종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담보권 행사에서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스트레스가 심하고 복잡하며, 이 과정 

중의 융자 매각 또는 이전은 매우 혼란스럽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조정 과정 중 융자가 판매 또는 이전된 경우 특정한 보호 제도를 

제공합니다. 먼저, 융자 조정 신청 절차 중 융자가 이전된다면, 원 저당권자는 구매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한 모든 신청 서류 목록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조정을 승인받은 후 융자가 매각 또는 이전된다면 다음 

모기지 업체는 승인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정 과정 중 융자가 매각 또는 

이전될 경우, 이러한 보호제도로 뉴욕 주택소유주를 도움으로써 납세자들에게서 융자 

조정의 스트레스와 복잡함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시고 뉴욕 전 

지역의 납세자들을 지속해서 도와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민 대부분의 생애에서 가장 

큰 투자를 보호할 종합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갈채를 보냅니다. 제가 

하원에서 지원한 A.92A 법안은 조정 과정 중 주택소유주를 보호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기관이 모기지를 매각하고 주택소유주에게 모든 과정을 재시작하도록 

하여 지연된 결과 담보권 행사로 이어지게 하는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주지사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주택소유주는 조정 승인을 받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택을 보호하여 자신의 투자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7ecd77aa-224c4f51-7ecf8e9f-000babd9f8b3-57ab9c5bb824d7ee&q=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25C3F3F015410B288525845600538F7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