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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 서비스 부서(DFS)에서 '연금 선불' 계획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연금 선불'은 은퇴자에게 소액에 지나지 않는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기업에서 은퇴자의 연금 지급액을 수거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DFS는 오늘 연금 선불 계획에 참여하는 기업 10곳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은퇴자, 퇴역 군인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열심히 일한 

뉴욕 시민이 어렵게 번 연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부정한 고금리 대출 상품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연금을 가로채기 위해 기만적인 관행을 일삼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 시민을 제물로 삼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enjamin M. Lawsky 금융 서비스부장은 “이 연금 선불 계획은 양의 탈을 쓴 소액 대출에 지나지 

않습니다. 높은 이율과 숨겨진 수수료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은퇴자에게 타격을 주는 연금 수거 

계획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국을 지키면서 연금을 마련한 퇴역 군인이 이러한 악덕 

상품의 명백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금 선불 계획에 가입한 은퇴자는 연금을 일시불로 먼저 받는 대신에 주간 또는 월간 연금 

지급액의 일부를 양도합니다. 이 연금 선불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연간 이율은 종종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은퇴자의 연금 가치 중 상당 부분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미국의 퇴역 군인의 연금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DFS는 오늘 다음과 같은 기업에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1. LumpSum Pensio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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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nsion Funding LLC 

3. Pensions Annuities & Settlements LLC 

4. Pension Income LLC  

5. Cash Flow Investment Partners 

6. DFR Pension Funding 

7. Veterans Benefit Leverage 

8. Voyager Financial Group LLC(Pension4Case/Cash Out My Pension/Buy Your Pension) 

9. First American Finance Corporation 

10. Investing Forward(Termbrokers LLC) 

 

연금 선불 계획에 대한 DFS의 전방위 조사는 이러한 회사가 사기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주 

고리대금업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율 및 수수료에 관한 거짓, 오도 또는 기만적 광고에 가담했는지, 

군인 연금 수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 법률에 따라 DFS는 현재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금융 상품을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과거에도 연금 선불과 같은 '격차 상품'이 규제 사각 

지대를 틈타 확산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DFS는 연금 선불 계획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DFS 소비자 헬프 

라인(전화: 1-800-342-3736)으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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