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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국무부의 소비자 보호국이 2022년 뉴욕 소비자들이 거의 24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  

  

소비자 보호국, 2022년 뉴욕 시민 2만여 명의 소비자 불만 접수 지원  

  
소비자 보호국,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아 2022년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항 상위 5개 

분야를 소비자 보호 팁과 함께 공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아 뉴욕 국무부의 소비자 

보호국이 2022년에 19,752명의 뉴욕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24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주간(National Consumer Protection Week)은 매년 3월 첫 

번째 주 동안 개인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는 주간입니다. 올해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은 3월 

5일~11일이며, 소비자 보호국은 2022년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항 상위 5개 카테고리에 

대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하고, 알리고, 보호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사기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훔친 수백만 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팁과 도구를 통해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뉴욕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도록 하며, 

정직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Robert J. Rodriguez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 

보호국은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부도덕한 기업으로부터 힘들게 번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작업을 계속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자신과 가족을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2022년 접수된 소비자 불만 DCP 상위 5대 분야 및 소비자 보호 팁:  

  



주문/배송: 분실물, 잘못된 물품 수령, 늦은 배송 또는 지연 배송, 배송되지 않은 물품 등 

구매 상품의 주문 및 배송과 관련된 불만 사항.  

  

예를 들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한 소비자는 브루클린에 있는 대형 
소매업체에 침실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판매 당시 배송일이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4월 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새로운 날짜를 알게 
된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하기 위해 가구점에 연락했지만 15%의 재입고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비자는 DCP에 불만을 
제기했고, DCP는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쇼핑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이트나 제3자 판매자를 위한 상품을 호스팅하는 사이트에서 

쇼핑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매 시점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소매업체에 30일 

이내에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도록 

요구한 1975년의 연방 우편, 인터넷 또는 전화 주문 상품 규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상품이 지연되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지연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회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배송 상품에 대해 지불한 모든 금액을 

소비자에게 즉시 환불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쇼핑 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커머스는 쇼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통적인 전자 상거래 경제보다 3배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찾은 

링크를 통해 검색 후 쇼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짜 소비자 

리뷰를 가진 브랜드 사기꾼과 가짜 소매업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코 도착하지 않을 제품에 대해 모방 사이트에 

주문을 하지 않도록 공급업체를 조사하고 검증하십시오.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추적하십시오. 패키지에 대한 추적 

정보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소매업체 및 배송업체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소비자는 익숙하지 않은 발송이나 배송에 대한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패키지 추적 및 배송 사기의 징후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받았을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불/매장 정책: 반품 정책, 재입고 수수료, 파손된 물품에 대한 환불 등 환불 및 매장 

정책과 관련된 불만 사항.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tc.gov%2Fenforcement%2Frules%2F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2Fmail-internet-or-telephone-order&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ec34eeae82c4f6f12d808db1c1b0fb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467507384326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7C%7C%7C&sdata=e3kzcmHg4uFNJ9ERmthAu62RgdzYttye8TZAjV4KWpE%3D&reserved=0


예를 들어 브롱크스 카운티의 한 소비자는 직접 영업사원에게 조리용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녀는 4일 후 조리도구를 받았고 더 이상 그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비자는 조리용품 회사에 연락했고 
"청약 철회 규정(Cooling Off Rule)"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3일만 있으면 
반품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회사 
웹사이트에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10일이 지나면 반품한다는 방침을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지 3일 만에 모든 물건을 
다시 회사로 보냈지만 회사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DCP는 
소비자를 대신해 회사에 연락해 소비자가 2000달러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  

-자신의 권리 알기. 뉴욕시에서 가게들은 환불 정책을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환불 정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나 크레딧(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이나 업체가 제공한 기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며, 

상품을 사용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환불 정책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고가의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상품 

반품과 관련된 재입고 수수료 등의 조건이나 비용에 대한 정보를 

매장에 요청합니다.  

-반품하기 쉽도록 구매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두십시오.  

  

상품/제품: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상품 또는 제품과 관련된 불만 사항.  

  
예를 들어 나소 카운티의 한 소비자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새 레인지를 
구입했습니다. 설치 직후에는 조리하는 동안 간헐적으로 레인지가 꺼지곤 
했습니다. 그 소비자는 소매업자에게 연락했고, 소매업자는 그녀를 
제조업체로 안내했습니다. 수많은 전화와 제조업체와 문제 해결을 시도한 
끝에 소비자는 DCP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조업체에 연락한 후 
DCP는 소비자가 7,303달러를 전액 환불받고 레인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  

-사기 방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쇼핑하십시오. 

웹사이트가 상품 주문을 위해 타사 사이트로 안내할 경우, 첫 번째 

웹사이트는 타사 사이트에서 수행된 주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새 웹사이트에서 주문하기 전에 항상 검증된 고객 리뷰를 

읽어보십시오.  

-항상 제품 사양을 읽고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확인하십시오.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사진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린이를 위해 쇼핑할 때는 제품이 어린이의 안전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제조업체는 이 정보를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인 제품 리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쉽게 반품할 수 있도록 매장 반품 정책을 검토하고 영수증을 

보관해두십시오.  

  

주택 개선: 주택 개량, 수리 서비스 및 계약자와 관련된 불만 사항.  

  
예를 들어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한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페인팅 회사를 
고용해 벽 몇 곳에 난 구멍을 고치고 집 내부를 다시 칠했습니다. 이렇게 
한 작업에는 보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한 테이프 
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자 소비자는 업체에 연락해 수리를 받으려 
했습니다. 불행히도, 프랜차이즈 회사는 그 이후 폐업했습니다. 소비자는 
모 회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DCP는 
소비자를 대신해 모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보증기간 내, 소비자 부담 없이 
수리 작업을 완료하도록 주선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  

-평판이 좋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자재, 가격, 

서비스 목록을 포함한 견적서를 3개 이상 받아보세요.  

-계약자로부터 참고 자료를 요청 및 확인합니다. Better Business 

Bureau 및 기타 웹사이트를 통해 계약자를 조회하고 현지 공급업체 및 

친구에게 말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나소, 서퍽, 오렌지, 퍼트남 또는 록랜드 카운티에 살고 

있다면 현지 소비자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카운티에 살고 

있다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주택 개조 계약업체에 허가를 내주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 가격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 뉴욕주법은 계약자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포함), 가격, 지불 일정, 시작 및 종료 날짜 및 수행할 

작업에 대한 철저한 설명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무의 특정 단계 완료와 연계된 지급 일정을 협상합니다. 절대로 

선불로 전액 지불하지 말고 작업 시작 전에 한 모든 보증금의 금액을 

제한하십시오.  

-사용된 자료에 대한 보증서를 포함한 모든 보증서의 사본을 반드시 

수령하고 보관해두십시오.  

-자신의 권리 알기. 소비자들은 주택 개선 계약을 체결한 후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취소는 반드시 서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psc.gov%2FRecall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ec34eeae82c4f6f12d808db1c1b0fb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467507399893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7C%7C%7C&sdata=IfnO1RKSTyBRYO44o0TuHaLTVRRsXYjtUpwqqgGuZbA%3D&reserved=0


  

신용카드: 잘못된 요금, 청구, 카드 혜택 및 불법 할증료 관련 불만 사항.  

  
예를 들어 카유가 카운티의 한 소비자는 여행 신용 카드를 통해 여행 
상품을 구매했는데, 여기에는 여행 취소 보험과 같은 여러 여행 혜택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된 여행 4일 전, 소비자의 남편은 
여행 취소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카드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필요한 지원 서류를 제출한 다음 업데이트를 
위해 이후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청구 
심사관으로부터 수차례 회답을 약속받았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가 DCP에 불만을 제기하자 DCP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 
소비자가 총 1만 5,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  

-청구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모든 요금을 검사하여 요청하고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지 확인하십시오.  

-자동계약 갱신시 요금에 대해 숙지하십시오. 온라인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계속 청구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불법입니다.  

-항상 세부 조항을 읽으십시오. 서비스 이용 약관을 반드시 검토하고 

계약 조항을 파악하십시오.  

  

Kevin Thoma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 동안, 저는 

뉴욕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Hochul 주지사와 국무부의 리더십으로 2022년 240만 달러의 

놀라운 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Nily Rozic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 바가지 씌우기와 가격 인상부터 사기, 

신원 도용까지 뉴욕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사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 

뉴욕에서 우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싸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고, Hochul 주지사와 함께 

뉴욕 시민들이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의식을 증진하는 국가 소비자 보호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공공 이벤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 참여는 무료이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부 소개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의 임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에서 소비자를 돕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민원을 조정하고, 대중들에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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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입법 및 규제 기관 앞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시장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은 뉴욕주 

소비자를 교육,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국(https://dos.ny.gov/file-consumer-complaint)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CP 헬프라인(800-697-122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으로 전화하거나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을 방문하십시오. 정기적인 소비자 보호 팁 및 

리콜 정보를 보려면 Twitter(@NYSConsumer)를 통해 DCP를 팔로우하거나 

Facebook(www.facebook.com/nysconsumer)을 방문하십시오. 이메일 또는 전화로 

소비자 알림 정보를 직접 받으려면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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