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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채무회수업자의 목표가 된 비통한 유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보호 

장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조언  

  

새로운 법에 따라 채무회수업체는 생존 가족에게 사망한 채무자의 빚을 상환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야 함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사망한 채무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채무 

회수 제한법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상환되지 않은 

빚을 가진 채 사망했을 때 채무회수업체가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나 생존한 가족으로부터 

빚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들에게는 빚 상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채권자 및/혹은 채무회수업체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공정 채무 회수 관행에 반하는 방식을 통해 빚을 상환하라는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뉴욕 주민이 부도덕한 채무업자에게 

쫓겨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을 통해, 

채무회수업체를 점검하고 한 고인의 생존 유가족에게는 소중한 가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중대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회수업체는 친인척을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상환되지 않은 빚을 갚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족을 

위로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채무회수업체는 유족의 빚 상환 

의무에 대한 어떠한 허위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뉴욕 소비자 보호국(New York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을 감독하는 

Rossana Rosado 뉴욕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직한 업체들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빚을 갚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채무회수업자가 소비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Jamaal T.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무회수업계는 빠른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통에 빠진 유가족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학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부도덕한 연기자들이 유가족에게 사망한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을 앞으로 막아줄 것이며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관행을 뿌리째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새롭게 보호하기 위해 이 의미 있는 

법안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존 유가족이 소중한 

사람을 잃은 고통을 견뎌낸 후, 허위 진술을 통해 그들을 이용하려는 채무회수업자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견뎌야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뉴욕주에서는 그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가족에게는 사망한 가족이 상환하지 못한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 법안은 애도 중인 유가족이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며 슬픔을 

겪는 중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취약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및 부도덕한 채무회수업자에 대한 진정서 제출법을 찾고 계신 

소비자들은 뉴욕 소비자 보호국(New York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상담 전화 

(800) 697-1220으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지원 상담 전화는 월~금, 오전 8:30~오후 4:30까지 연락 

가능합니다. 뉴욕 소비자 보호국(New York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트위터 

계정: @NYSConsumer및 페이스북: www.facebook.com/nysconsu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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