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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보호 확대 실시
제안안 발표

제안안은 뉴욕에서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뉴욕 주 등록 취득을 규제
뉴욕 주 등록은 선불 수수료를 금지하고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
뉴욕의 학자금 대출자 수는 약 280만 명으로 추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보호 확대 실시 제안안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호 조치는 뉴욕 시민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으로 주 등록을 취득하게 하여, 모기지
대출과 같은 주요 대출 상품을 감독하는 93개 규제 조치 및 관련 법에 맞는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 주의 학자금 대출자 약 280만 명을
보호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역사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노력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백만 명의 뉴욕 학생들은 약 30개의 학자금
대출업자로부터 대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업자들은 아직 주 정부에
등록되거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산업에 관해 심각한 고객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제안안에 따라,
우리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폭넓고, 새로운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불량 대출 행위를
색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어떤 학자금 대출 담당자도 대출자를 오도하거나 어떠한 약탈 행위 및
관행에 가담하거나, 대출금 지불을 악용하거나, 신용 평가 기관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제안안은 또한 선불 수수료를 금지하고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하고 분명한 정보를
대출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2011년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을 위한 여론을
선도해왔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활동은 미국 최초의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입니다.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은 자격이 있는 정규
학생에게 뉴욕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또는 뉴욕시립대학(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의 등록금을 2년 또는 4년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의 학자금 대출자 약 280만 명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더불어 주지사는 대출 탕감 자립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Loan
Forgiveness Program)을 창설해 최근 뉴욕 주 대학 졸업생 중 연간 수입이 50,000 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구제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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