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금융 사기 기소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해당 법안은 마틴법(Martin Act)하의 공소시효 6년을 부활시켜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뉴욕주의 보호를 개선하고 옳지 않은 관행을 방지하며 회사의 

사기 행위에 책임을 물을 예정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식, 채권 및 기타 증권과 관련된 금융 사기를 기소할 뉴욕의 

자격을 늘리는 법안(S.6536/A.8318)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틴법(Martin Act) 아래 

6년의 공소시효를 부활시켜 뉴욕주가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고 나쁜 

관행을 방지하며 사기 행위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정부가 소비자 금융 보호를 퇴행시키려는 

이 때, 뉴욕주는 금융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기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틴법(Martin Act) 아래 6년의 공소시효를 부활시킴으로써, 금융 사기를 기소할 

뉴욕주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화하여 악당들에게 책임을 묻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모두를 위해 좀 더 공정한 뉴욕을 만들 수 있습니다."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산층은 일련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월스트리트(Wall Street)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탐욕에 책임을 묻고 

금융 사기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수단을 

강화합니다. 연방 정부가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에 해당 

법안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뉴욕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당들을 찾아내어 기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발기인인 

Gianaris 상원의원과 Carroll 하원의원, 입법부 대표들께 감사드리며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마틴법(Martin Act)은 금융 사기 기소에 대한 뉴욕주의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에 

속합니다. 마틴법(Martin Act)은 이전에 6년간의 공소시효를 규정했으나 상소법원이 

판결을 번복하여 기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무장관실을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사기 행위를 방지하며 해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할 뉴욕주의 자격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6년의 공소시효를 



부활시킴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증권법을 강제하는 뉴욕주의 자격을 확대하며 사기 

사건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Michael Gianari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법(Martin Act)은 금융 범죄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귀중한 수단이었으나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 수단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법이 사용되었던 용도로 돌아가 뉴욕주가 금융 

서비스 산업의 범법 행위를 뒤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허용할 것입니다. 

주지사께서 이 법안에 서명해주셔서 기쁘며 법무장관님과 함께 금융 범죄에 맞서싸우게 

되어 영광입니다."  

  

Robert C. Carro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법(Martin Act)은 금융 사기를 

기소하고 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6년의 시간으로 뉴욕은 다른 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 법무장관 및 다른 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 복잡한 범죄를 조사하고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악당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끌어 주신 Cuomo 주지사와 James 법무장관께 

감사드리며 하원의 주요 발기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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