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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행정부는행정부는행정부는행정부는 SANDY 희생자가희생자가희생자가희생자가 신용신용신용신용 평점에평점에평점에평점에 불공정한불공정한불공정한불공정한 벌점을벌점을벌점을벌점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않을않을않을않을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신용신용신용신용 조사조사조사조사 

기관이기관이기관이기관이 즉각적인즉각적인즉각적인즉각적인 조치를조치를조치를조치를 취할취할취할취할 것을것을것을것을 요구하고요구하고요구하고요구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폭풍과폭풍과폭풍과폭풍과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재정난으로재정난으로재정난으로재정난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Sandy 희생자의희생자의희생자의희생자의 신용신용신용신용 평점에평점에평점에평점에 손해가손해가손해가손해가 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 일을일을일을일을 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 허용하지허용하지허용하지허용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 

 

Sandy 희생자에게희생자에게희생자에게희생자에게 신용신용신용신용 평점평점평점평점 하락이란하락이란하락이란하락이란 주택주택주택주택,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사업사업사업사업 대출에대출에대출에대출에 관한관한관한관한 비용이비용이비용이비용이 상승한다는상승한다는상승한다는상승한다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직장을직장을직장을직장을 찾는찾는찾는찾는 일이일이일이일이 더더더더 어려워진다는어려워진다는어려워진다는어려워진다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의미할의미할의미할의미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행정부에서 신용 평가 및 보고 기관이 폭풍으로 인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수퍼스톰 Sandy 희생자의 신용 평점이 하락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 보고 기관의 조치가 없다면 수천 

명에 달하는 Sandy 희생자는 주택, 자동차, 사업 대출에 관한 높은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침에 따라 금융 서비스 감독관인 Benjamin M. Lawsky는 오늘 FICO, TransUnion, 

Experian, Equifax 및 소비자 데이터 산업 협회(Consumer Data Industry Association – CDIA)에 Sandy 

희생자를 보호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직의 고위 공무원은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DFS)에서 가급적 빨리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Sandy 희생자의 신용 평점에 불공정한 평점을 주는 것은 엄청난 자연 재해를 

겪은 후 다시 일어서려는 수많은 뉴욕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용 보고 

기관은 Sandy 희생자의 신용 평점이 불공정하게 하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enjamin M. Lawsky 감독관은 “희생자들은 대자연의 불운을 겪었으며 파괴적인 폭풍이 휩쓸고 간 

길을 온 몸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Sandy 희생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신용 기록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Cuomo 주지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신용 평점은 대출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비롯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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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톰 Sandy로 인해 뉴욕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은 신용도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 

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주택 소유자는 Sandy로 인해 대출금 

납부를 놓쳤거나 증가하는 복구 관련 비용에 직면하여 대출금 납부 보류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주택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주거 대안에 비용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적시에 집세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와 비즈니스 소유자는 주택과 

비즈니스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행정부는 신용 기관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Sandy 희생자의 신용 평점이 하락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이미 하락한 평점이 있다면 다시 설정할 것 

3. 은행과 그 외 대출 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 

4. 금융 서비스국과 회의를 갖고 재난 희생자의 신용 평점이 하락하지 않도록 절차를 

영구적으로 변경할 것  

 

한 사람의 신용 평점이 불공정하게 하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금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오랫동안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또는 소기업 대출에 대한 비용이 상승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이미 고군분투하고 있는 Sandy 희생자의 예산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행 오류에 의해 초래된 벌점이든, 지원자 스스로에게 

결함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된 벌점이든 상관없이 신용 기록에 표시된 벌점에 따라 수많은 

고용주가 지원자를 선별한 후 거부할 수 있으므로 Sandy 희생자는 취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퍼스톰 Sandy는 뉴욕과 북동부 지역의 수많은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자신의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 주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고가의 주택 수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아예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고용주는 막대한 소득 손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뉴욕 시민의 

복구를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금융 서비스국은 보험금 청구 절차 신속 처리, 주택 소유자 대상 

보험금 지불에 대한 은행 규제 완화, 고군분투하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대출금 경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Sandy의 여파로 인해 어느 누구도 

압류, 파산 또는 그 외 재정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Lawsky 감독자가 신용 보고 기관에게 보내는 서한 사본을 읽으시려면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FICOLetter.pdf를 참조하십시오. 

 

신용 점수가 불공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Sandy 희생자는 DFS(전화: 1-800-339-1759)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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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RG (New York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소비자 대변인 Andy Morrison은 “신용 보고 

기관은 수퍼스톰 Sandy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 재난은 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구서 납부가 늦었거나, 납부를 놓쳤거나, 대출, 신용, 심지어 직업을 얻을 수 없는 뉴욕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품위와 공정성은 신용 기관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재난을 겪은 뉴욕 시민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NYPIRG는 뉴욕 

시민을 대신해 신용 보고 업계와 협상한 Cuomo 주지사와 Lawsky 감독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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