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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사기범 및 부도덕한 사업 방식으로부터 퇴역 군인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미래 재정 상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연금 절도 및 사기 행위로부터 퇴역 군인 및 그 

가족을 보호  

  

퇴역 군인 및 부양가족의 청구 준비를 돕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이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시도한 부도덕한 업체 및 사기범으로부터 퇴역 군인을 보호하는 

법안(S.4807/A.6292)에 서명했습니다. 연금 절도 및 사기 방지법(Pension Poaching 

Prevention Act)은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미국 보훈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기준으로 허가된 사항을 제외한 허가를 받지 않은 혜택 서비스 청구 

준비를 위해 퇴역 군인과 부양가족을 돕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120일 후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용감한 퇴역 군인들은 우리나라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에 재정적 안정을 갖추는 데 

필요한 보호와 자원을 보장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합법적으로 돕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와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헌신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악덕 기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연금 절도 및 사기로부터 퇴역 군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퇴역 군인을 속여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부도덕한 개인 및 기관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용감한 남성 및 여성 

군인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연금 절도 및 사기는 부도덕한 금융 설계사, 보험 설계사 또는 노인 및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을 노린 기타 기관 등이 저지르는 행위로 그 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기관은 자신들이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이 보훈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들은 퇴역 군인이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혜택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퇴역 군인의 자산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설득합니다. 연금 절도 및 사기범은 



수수료나 비용을 받기 위해 퇴역 군인의 불필요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팝니다. 

이들은 보통 약속한 혜택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퇴역 군인의 혜택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 상실 등 금융 거래의 

잠재적인 불리한 결과를 밝히지 않습니다.  

  

연금 절도 및 사기 방지법은 퇴역 군인 및 그 부양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청구 준비를 도와준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러한 개인이나 기관이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그리고 연금 절도 

및 사기범이 일반적으로 쓰는 부정직한 방법 즉, 어느 한 개인이 퇴역 군인 혜택의 특정 

금액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퇴역 군인 및 그 가족에게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과 지방 퇴역 군인 서비스 기관(Veterans 

Service Agencies)에서 퇴역 군인 혜택과 관련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상원 의원 David Carlucc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Mosley 하원 의원님과 함께 

후원한 이 법안은 퇴역 군인의 복무로부터 사기범이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비열한 연금 절도 및 사기 범죄를 엄중 단속할 것입니다. 퇴역 군인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영웅입니다. 이들이 어렵게 번 돈을 훔치려는 

사기꾼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들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Walter T. Mosley 뉴욕주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 군인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이 강력한 주 법안을 후원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절도 

및 사기 방지법에 서명해주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퇴역 군인의 아들이자 

증손자로서 저는 항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여성 및 남성 군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많은 뉴욕 주민 군인은 자신의 친구, 가족 그리고 개인의 안전보다 

조국을 우선시하여 봉사하고 엄청난 희생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보호와 자원을 보장해 

줄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주가 퇴역 군인을 보호하여 이들이 재정적 안정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할 차례입니다."  

  

Jim McDonough 참전 용사 서비스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금 절도 및 

사기 방지법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재정 보호책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뉴욕을 위해 봉사한 

뉴욕 출신 퇴역 군인은 자신들을 속여 이용하려는 사기범으로부터 자신의 혜택이 

보호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약 75만 명의 퇴역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그의 행정부 아래 뉴욕은 복무 중 장애를 입은 퇴역 군인 소유 기업에 대한 



국가 최대 규모의 기금 제정, 현재까지 621개의 사업 인증, 혜택 청구의 미집행을 줄이기 

위해 연방 보훈부와의 협력, 퇴역 군인에게 도움을 주는 로스쿨의 법률 클리닉을 

후원하는 영웅을 위한 정의 계획(Justice for Heroes Initiative) 출범, 퇴역 군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 대 개인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기금 제공, 그리고 

공무원(Civil Service) 시험에 응시하는 퇴역 군인을 위한 신청 수수료 면제 등을 

수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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