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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연방 학자금 대출 구제 관련 사기에 주의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당부  

  

최근 학자금 대출 관련 감면 프로그램 발표 이후 관련 사기 급증  

  

학자금 대출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웹사이트만을 이용하고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 구제 관련 제안에 반응하지 말 것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최근 학자금 대출 감면 계획 발표 이후 대출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이나 개인정보를 갈취하려는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사기 행각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즉각적인 학자금 대출 감면을 

약속 하는 등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며 새로운 구제 계획과 관련된 사기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어제, Hochul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여 연방 공공 서비스 대출 감면(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격 조건을 간소화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PSLF 목적의 전일제 취업 확인 요건을 분명히하고 근로자를 위해 취업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여 PSLF 프로그램 신청 및 수혜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감면 계획은 늘어가는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정직하지 않은 사기꾼들이 이번 기회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기꾼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냅니다. 성실한 뉴욕 주민을 속이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사기꾼들을 조심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연방 학자금 구제 계획의 핵심 내용:  

2022년 8월 24일 Biden 행정부는 발표를 통해 근로자 및 중산층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세 가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대출 상환 기한을 최종으로 연장하는 것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단하고 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20,000 달러까지 대출 감면  

2. 공공 서비스 대출 감면 프로그램 개선 및 새로운 소득 중심 상환 계획을 마련을 

통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대출자의 향후 미래 상환 부담 완화.  

3. 미래 학생 보호를 위해 대학 학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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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시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밝혀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StudentAid.gov 계정에 로그인하여 최신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정보 

등록시 알람을 받도록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감면 사기 예방법:  

  

1.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자원 확인. 반드시 ".gov"로 끝나는 웹사이트만 

사용합니다. 미 교육부는 최근 대출자가 한 곳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대출자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세한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섹션에서 학자금 대출 구제 계획에 대한 사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속 또는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을 약속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말 

것. 대출 감면, 취소, 대출 구제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회사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청 처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대출 감면 

신청은 10월 초에 시작되며 초기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연방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3. 개인정보, 연방 학생 보조금 ID, 사회보장번호 등을 연락한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 

것. 교육부는 절대 해당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 교육부에 신청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개인 정보나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대출자 대상 이메일은 반드시 noreply@studentaid.gov에서만 

발송됩니다.  

4. 사기 시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할 것. 연방 학생 보조금(Federal Student Aid) 

공식 웹사이트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연락하십시오. 미 교육부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Robert J. Rodriguez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이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가운데, 사기꾼들은 학자금 감면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을 

노립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은 

대출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감면 

신청에는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감면 사기가 최근 연방 정부 감면 

발표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Kevin Thoma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연방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프로그램이 사기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경계를 놓지 말고 학자금 대출 감면 정보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gov" 웹사이트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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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 Ep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께 학자금 대출 감면 

관련 사기를 조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사기꾼들이 대출자를 겨냥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좋은 소식은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학자금 대출 감면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사기 행위로부터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은 소비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임의적으로 중재를 시도합니다. 소비자 지원 직통전화(Consumer Assistance Helpline) 

1-800-697-1220 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뉴욕주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만 민원은 

https://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통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상세한 정보는 보호국의 소셜미디어인 

트위터(Twitter): @NYSConsumer 및 페이스북(Facebook): 

www.facebook.com/nysconsumer을 참조해 주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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