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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경보경보경보경보: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 임대임대임대임대 사기꾼을사기꾼을사기꾼을사기꾼을 겨냥하다겨냥하다겨냥하다겨냥하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소비자보호부소비자보호부소비자보호부소비자보호부, 시민들에게시민들에게시민들에게시민들에게 불법불법불법불법 활동이활동이활동이활동이 발견되면발견되면발견되면발견되면 신고해달라고신고해달라고신고해달라고신고해달라고 부탁하다부탁하다부탁하다부탁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시민들에게 뉴욕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임대 

사기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기꾼들은 취약한 소비자들, 특히 이민자들과 기타 최초 

거주자들을 상대로 임대 아파트를 찾아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선불 중개 수수료, 커미션, 

보증금을 불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뉴욕주 소비자보호부 

(1-800-697-1220)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사기꾼들은 뉴욕에서 묵과하지 않고 관련 

법률을 최대한 이용해서 처벌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약탈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모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부는 이러한 사기성 부동산업자와 아파트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1월 이후, 211건의 민원이 뉴욕주에 접수되었고, 그 중 121건은 뉴욕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뉴욕에 처음 온 이민자 또는 젊은 거주자들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들과 

같이 특히 피해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에서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사설수사관들도 파견되어 이들 지역을 조사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엄중 

단속하며, 이와 같은 사기꾼과 사기업체들이 저지르는 모든 행위들을 신고할 것입니다. 

 

일례로 일부 사기꾼들은 임대 아파트를 찾으려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부동산업자 또는 “아파트 사냥꾼”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해주려는 

시도도 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보증금, 수수료 및/또는 첫 달 임대료 명목으로 선불금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빨리 계약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상황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일단 돈이 건네지고 나면 이 사기꾼들은 아파트를 찾아주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해꼬지를 당할까 무서워하고 

부동산 거래의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이러한 금전적 손해를 받아들이고 넘겨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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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뉴욕주 소비자보호부에 연락하여 아파트 브로커들의 

사기행위를 신고하십시오”라고 뉴욕주 비즈니스서비스 및 소비자보호부 차관인 Marcos Vigil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및 아파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중개인이나 중개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절차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 또는 아파트 정보 제공자가 뉴욕주에서 인가를 받은 사람인지 확인한다.  

https://appext20.dos.ny.gov/nydos/selSearchType.do을 방문한 후 관련 중개인 또는 

중개업체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518) 474-4429로 전화한다. 뉴욕주에서는 모든 부동산 

전문가는 뉴욕주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 

명합 또는 광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 어떤 상황에서도 아파트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금이나 수수료 지급 요청을 받을 

수 없다. 선금 지불을 압박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  

• 환급이 불가능한 위탁 증거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개인은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아파트 

임대의 모든 계약 조건에 합의하도록 도움을 주었을 때 커미션을 받는다. 

• 커미션 수수료는 협상 가능하다. 중개인 또는 판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세입자가 

협상할 권한이 있다. 의무 수수료율과 같은 것은 없다. 

• 관심이 있는 물건이 합법적인 임대 물건인지 확인한다. 많은 사기꾼들은 시장에 나와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의 대리인 행세를 한다. 

• 보증금 영수증이나 지급금 내역을 반드시 받아둔다. 중개인이 보증금 또는 첫 번째 달 

월세와 같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받는다면 해당 중개인은 그 돈과 자신이 

받을 돈을 분리해둘 의무가 있다. 만약 이 돈이 즉시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중개인은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독립된 에스크로 계정에 해당 금액을 넣어주어야 한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해당 중개인은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며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거나 보증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또는 개인 수표를 

사용하여 일련의 증거 문서들을 남겨두는 것이 더 좋다. 기록을 위해 지불 내역서를 

만들어두도록 한다. 

• 아파트 임대와 관련된 수표, 우편환, 신청서, 영수증, 임대계약서 및 기타 모든 서류들의 

사본을 요청하고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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