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학자금 대출 회사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을 폐지하려는 끔찍한 연방 정부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연방 의회 의원들에게 발송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학자금 대출 회사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를 대신하여, 

근면한 뉴욕의 학생과 가정보다 큰 은행과 기업에 유리하게 될 퇴보의 길로 가는 새로운 

연방 정부의 법안에 반대하도록 다음과 같은 공개 서한을 연방 의회에 보냈습니다.  

  

연방 의회 의원님들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위가 더 이상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데 고등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지더라도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하늘을 찌를 듯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학자금 대출을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이 

무리하게 떠안게 되어 학생들이 거의 극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은 우리 공립 대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대학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최대 125,000 

달러인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정규 학생 중 53 퍼센트가 현재 우리 공립 대학교에 수업료를 

내지 않고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이끌고 있는 뉴욕에 비해 우리 연방 정부는 엄청나게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료 비용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 백악관(White House)과 연방 하원의원 대다수는 개인을 대상으로 수없이 많은 

약탈적 관행을 저지르고 학생들을 학자금 대츨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드는, 

학자금 대출 회사와 부채 컨설턴트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징수하는 회사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뉴욕주와 

다른 모든 주정부의 권한을 폐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서, 연방 정부는 다시 한 번 



 

 

우리의 근면한 학생과 가정의 이익보다 큰 은행과 부유한 기업들의 이득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정부의 조치는 학생과 졸업생들을 위한 유일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뉴욕주의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대학교, 은행, 마케팅 회사, 학자금 대출 회사들 사이의 공익과 

사익의 이해 상충 및 부도덕한 관행들을 기소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학자금 

대출 기관 8 곳을 포함하여 대출 기관 12 곳과의 상당한 재정적 합의(1,300만 달러 

이상)를 이끌었습니다. 이 회사들 중 많은 수는 대출 및 서비스 패키지를 학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 대학들과 유착하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관행을 연방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우리는 연방 의회 의원님들이 전국적인 모델로 인용한 

슬레이트 법(SLATE Act)을 제정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기관들에 맞서 학생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학생 보호 

부서(Student Protection Unit)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직업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2년간의 학자금 부채 

상환을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현실적인 대출 상환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Loan Repayment 

Program)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부도덕한 대출 관행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서비스 기관과 학생 부채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연방 의회가 연방 정부의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학생 부채가 전국적으로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고 뉴욕에서 865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가 현재 학생 부채 위기를 일으킨 책임을 일차적으로 

져야 하는 바로 그 회사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 법안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고등 교육법(House Higher 

Education Act)의 현재 제안은 주정부 소비자 보호법(state consumer protection law)을 

우회하여 대출 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들을 희생시켜서 얻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기관과 학생 부채 

컨설턴트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 제안을 거부할 것을 뉴욕 의원 대표단과 연방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뉴욕은 연방 정부가 우리 젊은이들을 외면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의 

학생들은 우리 주의 미래를 대표합니다. 교실 안과 밖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그 외의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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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46AE78E4DBFD58CE852582570056379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