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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해 채권자가 주
법원을 이용하도록 허가하는 법의 허점을 막는 법안에 서명

채무자가 채권자의 악한 행위에 대해 이의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하기 위해 뉴욕 법을 악용하는 채권자에 대응해 만든 법안
Cuomo: "뉴욕 법원은 부도덕한 채권자가 고객을 이용해 먹는 수단이 아닌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허점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뉴욕주의 사법 체계를

강화하고 주 안팎의 채무자가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계략의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판결의 승인을 보장하고 뉴욕에 연고가 없는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자가 뉴욕 법원을 이용하도록 허가하는 법적 허점을 막는
법안(S.6395/A.7500A)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새 법 이전에 채권자는 이의가 제기된
합의가 실행된 곳으로부터 먼 법원에 제출된 판결을 획득함으로써 뉴욕 법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불공평한 처벌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법원은 부도덕한 채권자가 고객을 이용해
먹는 수단이 아닌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허점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뉴욕주의 사법 체계를 강화하고 주 안팎의 채무자가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계략의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상원 사법 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 의장인 Brad Hoylman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허점이 있는 곳에는 일반 미국 시민에게 얼마의 비용이
들든지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악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 사법
체계 및 법을 악용해 판결의 승인을 받아 주 밖에 있는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벌이려는 대출 기관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비도덕적입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님께서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악한 수법을 쓰는 자들이 뉴욕 법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중요한 개혁에 협력해주신 주지사님,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지도자,
Jeffrey Dinowitz 하원 의원님 그리고 법원 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에
감사드립니다."

하원 사법 위원회(Assembly Judiciary Committee) 의장인 Jeffrey Dinowitz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의 승인을 관리하는 법의 허점 때문에 뉴욕은 너무나
오랫동안 전국적인 재산 압류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News)의 성실한 기자 덕분에 이 문제를 발견해 바로잡을 수 있었고, 민사 법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뉴욕 주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 대응력을 보이는 데 협력해 주신 상원 사법 위원회, Brad
Hoylman 주 상원 의원님 그리고 수석 행정 판사(Chief Administrative Judge)님 그리고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