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16 번째 제안 발표: 

증가하는 학자금 대출 부채에 맞서는 투쟁 진전  

 

Cuomo 주지사의 종합적인 계획은 대학생 및 졸업생 보호에 도움을 줄 예정  

 

Cuomo 주지사, 엑셀시어 장학금 학비 면제 프로그램(Excelsior Scholarship Free 

Tuition Program)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자립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Student Loan 

Repayment Program)과 연결지어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비 부담 경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16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학자금 대출 부채의 무거운 부담을 줄이는 추가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대학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대출 관련 정보 탐색을 돕고 그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보호 정책 시행에 관한 새로운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미국 최초로 중산층 가정의 뉴욕주 공립 대학교 학비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인 Cuomo 

주지사의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에 기반을 두어 제의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학 교육은 중산층 가정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부채의 육중한 무게는 뉴욕 주민들의 주택 및 자동차 

구매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돈을 저축하고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제안을 통해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의 성공에 기반을 두고, 뉴욕주의 학자금 대출 부채 부담을 경감하며 

대학생들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보호 정책 및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는 담보 대출 부채 이후로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채입니다. 이는 부채 잔액의 10%를 차지하며 그 합산액이 1조 4800억 원에 

달합니다. 뉴욕주의 평균 학자금 대출 부담액은 3만 달러 이상입니다.  

  



 

 

학비가 저렴한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뉴욕주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공립 대학교의 학비 및 기타 비용은 전국 평균 학비보다 20%가량 

낮으며 다른 39 개 주의 학비보다 저렴합니다. 뉴욕주는 노동층 및 중산층 가정의 학비를 

면제하고자 모든 공립 대학교를 위한 엑셀시어 학비 면제 장학금 프로그램(Excelsior 

Free Tuition Scholarship Program)을 통해 대학 교육 학비 부담을 더욱 줄이는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추가로 수입이 5만 달러 미만인 뉴욕주의 공립 및 

사립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처음 2년간의 학자금 대출액 지불을 지원해 줄 학자금 대출 

상환 자립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Loan Repayment Program)을 만들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옴부즈맨(Student Loan Ombudsman) 임명  

 

첫째,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학자금 대출 

옴부즈맨(Student Loan Ombudsman)을 임명하도록 제안합니다. 옴부즈맨은 대학생 

대출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논쟁을 중재하며 학자금 대출에 대한 교육을 돕는 

지지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옴부즈맨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무료 재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과 함께 뉴욕주의 대학생 대출자들이 

연방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변경 사항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대학교에 대출 사실에 관한 단순한 진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둘째, 주지사는 모든 대학교에 현재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액,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지불액, 현재까지의 대출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월별 상환액을 포함한 대략적인 

학자금 대출액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안은 

대학교에 입학 하기 전인 학생들에게 학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주지사의 학자금 

수상 도표(Financial Aid Award Information Sheet)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자금 대출 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기준(Consumer Protection Standards) 강화  

 

셋째, Cuomo 주지사는 학자금 대출 담당자 혹은 부채 상담가가 대출자를 오도하고 

어떠한 약탈 행위 및 관행에 가담하거나, 대출금 지불을 악용하거나, 신용 평가 기관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관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학생들을 위한 전면적인 보호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보호 정책은 또한 선불 

요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하고 뚜렷한 정보를 대출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회사에 반드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발행한 면허를 

취득하고 담보 대출 같은 기타 주요 대출 산업을 관할하는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뉴욕주 정부 기관이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데 뒤처져 있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 면허를 중지하는 행위 금지  

  

넷째, 주지사는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데 뒤처져 있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 면허를 중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현재 19 개의 주가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데 뒤처져 있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 면허 중지를 허용하며, 1 개의 주가 운전면허 중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한층 악화시키며 그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뉴욕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학자금 대출 부채의 무거운 부담을 없애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뉴욕주의 학생들에게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던 그의 이전 활동에 

기반을 두어 제의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해 뉴욕주 전역의 뉴욕 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및 뉴욕 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tk, CUNY) 

기관에서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비 면제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획기적인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의 개시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더불어 

Cuomo 주지사는 2015년에 학자금 대출액 탕감 자립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을 만들고 최근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2년의 학자금 대출액 지불을 지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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