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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학생학생학생학생 부채부채부채부채 탕감탕감탕감탕감 ' 산업에산업에산업에산업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학생학생학생학생 보호보호보호보호 장치와장치와장치와장치와 조사조사조사조사 시작시작시작시작 발표발표발표발표 

 

잠재적으로 잘못된 광고 및 부적절한 선취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13개의 학생 부채 

탕감 회사에 DFS가 발행한 소환장 전달 

 

2014-15 집행 예산의 일부로 DFS 내에 설립된 새로운 학생 보호 장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 자신이 새로 설립한 학생 보호 장치가 잠재적으로 잘못된 

광고, 부적절한 수수료, 그리고 기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13개의 

학생 부채 탕감 회사에 소환장을 발행함으로써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무부(DFS)의 학생 보호 장치는 이 업계가 연방 정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서 등록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지 없이 고가의 부적절한 수수료를 청구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학생 대출로 인한 부채의 증가 추세는 뉴욕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는 회사는 소비자 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신중히 노력을 기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2014-15 집행 예산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DFS 내에 새로운 학생 보호 장치를 

설립하여 뉴욕 학생들을 위한 소비자 감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DFS의 학생 보호 

장치는 잠재적인 소비자 보호 위반을 조사하고 학생들이 현명한 장기 금융 상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장 Benjamin M. Lawsky는 “연방 정부를 통해 이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학생들에게 턱없이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즉시 퇴출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Cuomo 

행정부의 새로운 학생 보호 장치는 이 산업과 학생들의 소비자 보호 권리에 대한 기타 위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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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채 탕감 회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학생들이 여러 건의 학생 

융자를 하나의 대출에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광고하는 동일한 프로그램은 

종종 미국 교육부를 통해 무료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이러한 민간 기업들이 

간단히 학생들을 무료 정부 프로그램에 밀어 넣기 위해 턱없이 높은 선불 요금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최근 전국 소비자 법률 센터의 보고서는 이 업계 내에서 이러한 것들과 기타 골치 아픈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개인 학생 대출과 관련하여 부채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민간 부채 구호 

회사는 부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나타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잘못 나타낼 수 있습니다.  

 

DFS의 학생 보호 장치는 오늘 광고 자료, 계약서, 소비자 공개 자료 및 수수료 일정표 등 다양한 

문서에 대하여 13개의 학생 부채 탕감 회사에 소환장을 발행했습니다. DFS가 소환장을 발행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phaOne Student LLC  

• Brelvis Consulting, LLC d/b/a The Student Loan Help Center  

• Consumer Protection Counsel, P.A.  

• Debt Be Gone, LLC  

• Default Student Loan Assistance, LLC  

• Interactiv Education, LLC d/b/a Direct Student Aid, Inc.  

• Omega Capital Advisory LLC d/b/a Federal Student Aid Relief  

• Student Consulting Group, Inc.  

• Student Loan Relief Center, Inc.  

• Student Loan Service  

• US Student Loan Helpers, Inc.  

• US Student Loan Services, Inc.  

• Xtreme Products LLC d/b/a USA Student Loans  

 

뉴욕 연방 준비 은행(FRBNY)에 따르면, 학생 대부 부채 금액은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FRBNY 자료에 따르면 뉴욕에서 인당 평균 학생 부채는 27,310달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FRBNY 및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전국에 걸쳐 총 학생 대부 부채는 약 

1조 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Cuomo 행정부의 학생 보호 장치에 학생 부채 탕감 회사 또는 기타 잠재적 남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를 원하는 뉴욕 시민은 재부무 소비자 핫라인(212) 480-6400 또는 (800) 342-3736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Cuomo 행정부의 학생 보호 장치는 DFS 

웹사이트(http://www.dfs.ny.gov/consumer/alert_student_debt_rc.htm)에 학생 부채 탕감 회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소비자 경고를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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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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