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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브루클린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및 사기 행위를 조사 촉구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를 돕기 위해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압류 구호 팀(Foreclosure Relief Unit)를 파견하도록 지시  

  

영향을 받는 주택 소유자에게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FS) 핫라인 1-800-342-3736에 

도움을 요청헐 것을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브루클린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사기 행위와 

기만적 관행의 사례를 서술한 보도가 나온 후, 오늘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FS)에압류 구호 팀(Foreclosure Relief Unit)를 

파견하여 주택 판매 또는 구매 시도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불공정, 기만적 또는 학대 

행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FS) 차압 구호 핫라인  

1-800-342-3736 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것처럼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으로 뉴욕 주민의 집을 강탈한다는 것은 끔찍합니다.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저는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이 기만적인 행위에 숨어있는 거래 

및 단체를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압류 구호 서비스를 제공해 바로 피해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Linda A Lacewel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설명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행위는 

뉴욕주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뉴욕 시민들의 가정을 박탈하기 위해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사 요청과 주택 소유자에게 구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FS)는 우선 사기 및 기타 기만적인 행위로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압류 전문가 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를 시작하여 뉴욕주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당연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tel:1-800-342-3736
tel:1-800-342-3736


 

 

  

8월 Cuomo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증서 사기 및 모기지 사기 방지를 

위한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A.5615/S.1688)은 불이행 또는 

차압 상태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회복을 모색할 수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압류 구호 팀(Foreclosure Relief 

Unit)은 이미 압류중이거나 압류의 위험에 처한 뉴욕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주택 판매 또는 구매 시도와 관련하여 사기 행위 또는 불공정, 

기만적 또는 침해 행위의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 번호로 압류 구호 

핫라인(Foreclosure Relief Hotline)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1-800-342-3736로 

전화하시거나 https://www.dfs.ny.gov/consumers/help_for_homeowners로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잇습니다.  

  

압류 구호 팀(Foreclosure Relief Unit):  

• 이용할 수 있는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압류 과정에 대한 문의에 답변합니다.  

• 주택 소유자가 대출 수정 및 기타 구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 불만을 가진 주택 소유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은행 및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와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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