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대출

차별과 경제적 학대(특히 주택
분야에서의)로부터 모든

을 찾으십니까?

이를 보호합니다

Housing and Economic Rights Advocates
(HERA)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인
www.money‐happy.org에서 알아보십시
오.

저희는 여러분의 선택권과 권리를
설명해드립니다.

누구나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비용

저희는 옹호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방어해

이과다하면 안 됩니다. Money Happy는

드리며 남용적 관행에 맞서 싸웁니다.

나도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갈 수 있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대출
자 및 보조금 제공자를 찾아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안전한 재
정적 미래를 구축하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HERA는 경제 정의를 위해 힘쓰는 비영리 법률
서비스 기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거나 도움을

inquiries@heraca.org
또는 전화 (510) 271‐8443 내선 300으로

요청하려면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www.heraca.org
inquiries@heraca.org
P.O. Box 29435,
Oakland, CA 94604
전화: 510‐271‐8443 내선 300
팩스: 510‐868‐4521

소액 대출의 기본, 알아야 할 것과 조심

대학 진학이 나에게
올바른 선택일까?

악질적인 학교와 영리 학교를
조심하십시오!

고등교육 학비 내기
보조금:

고등교육은 여러분의 지식과 기회를 넓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에 앞서 생각 중인 대학 또는
직업학교를 조사해보십시오. 학교의 신입생
모집자가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학비

보조금은

h p://college‐insight.org/
이미 대학 또는 영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비를 낼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학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HERA와 상담하십시오.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은 납부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합하거나
재융자를 받기에 앞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Cal

Grant’라는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으며, 연방정부 및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기타
각종 보조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보조금을

문의해야

그 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물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학비의
저렴성,
다양성 및 학생 성공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알아보려면

합니다.

HERA의

학교

재정보조실에

자매

웹사이트인

www.money‐happy.org도 방문하십시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연방 대출’과 ‘민간 대출’이 있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 on)를 통해 제공됩니다. 연방 보증 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할 형편이 안되는 학생의 월부금을

paying‐for‐college/repay‐student‐debt/

악질적인 학교를 조심하십시오: 흔히 ‘영리’ 학교
학생들은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정부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몇몇 영리 학교는
학생들을 거짓말로 현혹하여 등록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Corinthian Colleges가 학생들에게 저마다의
전공 분야에서 고소득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허위
약속을 했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줄여주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행/기타

대출자가

제공하는

민간

학자금 대출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재정 보조 제의를 비교해보십시오: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에 관한 조언을 받으려면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FPB)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consumerfinance.gov/

영리 대 비영리: 비영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받는 돈의
대부분을 교육에 사용합니다. ‘영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받는 돈의 일부를 학교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챙깁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영리
학교 학생은 비영리 학교 학생에 비해 소득이 더 적고
학자금 대출 부채가 더 많습니다.

CFPB는 대학 학비 및 재정 보조 제의를 비교할 수
h ps://
있는
온라인
도구가
있습니다:
www.consumerfinance.gov/paying‐for‐college/
compare‐financial‐aid‐and‐college‐cost/

저렴한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립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은 영리
대학보다 훨씬 싼 수업료를 받고 동등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사회대학 학생은
4년제 대학 학위를 추구할 경우 그동안 취득한
학점이 이월됩니다. 영리 학교 학생은 흔히 이런
학점 이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등 기타
지역의 몇몇 학교도 학비가 더 저렴하고 교육의 질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