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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사기성 텔레마케팅 행위로부터 뉴욕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 발표 

 

최근 텔레마케터의 정확한 발신자 신분 정보 사용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 

 

다방면의 노력에는 텔레마케팅 사기를 경고해주는 소비자 보호 직원 배치와 소비자 당일 

불만 신고 추진 및 투명성을 더 보강하기 위한 위법자 합의금 게시하기 등이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받고 싶지 않은 전화(두낫콜, Do Not Call) 불만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늘 사기성 텔레마케팅 행위로부터 뉴욕시민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니셔티브 센터는 텔레마케터가 정확한 발신자 신분 

정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주 전역에 소비자 

보호부(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직원을 배치하여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 

사기에 대해 경고하고 소비자의 당일 불만 제기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위반자의 

합의문을 게시하여 두낫콜 법(Do Not Call Law) 집행에 투명성을 향상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두낫콜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민들은 아직도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사취하려고 노리는 발신 전화의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런 

위법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그들이 법을 피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뉴욕 주무장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는 

아직도 뉴욕시민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이며 기업들의 영업 성과를 낭비합니다. 

뉴욕주에서 두낫콜 등기소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원하지 않은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는 

즉시 피해를 본 주민들은 대처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텔레마케팅 투명성 향상하는 법안 

이번 주 초, Cuomo 주지사는 텔레마케터가 정확한 발신자 신분 정보를 사용하게 하는 

법안(S6809B/A.9457A)에 서명하였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그들의 발신자 신분 서비스가 발신자의 이름 혹은 전화번호와 같은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전국 두낫콜 등기소에 전화번호를 

등록한 소비자가 텔레마케터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알 수 없어서 두낫콜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은 텔레마케터가 



정확한 발신자 신분 정보를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David Vale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두낫콜 법은 텔레마케터가 너무 

쉽게 피할 수 있어 뉴욕시민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며 사기에 빠질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텔레마케터가 정확한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증가하는 동시에 잘못된 판촉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이 법안 제정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두낫콜 집행과 소비자의 참여 증가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 부서 배치 

새로운 텔레마케팅 전술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부서의 직원을 주 전역에 

배치하여 뉴욕시민에게 그들의 전화번호를 전국 두낫콜 등기소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고 당일 소비자 불만 제출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텔레마케터들은 같은 

전화번호로 소비자한테 음성 메일을 남기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화만 하여 소비자가 

누군가 아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 

전화번호에 전화했을 때 그들은 원하지 않은 판촉행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부서에서는 

이미 텔레마케터들에게 두낫콜 등기소에 있는 전화번호에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역시 두낫콜 법을 어긴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부서는 소비자에게 원하지 않은 모든 전화에 대해서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래는 

두낫콜 등기소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가이드라인과 불만 신고 방법입니다.  

 

 두낫콜 불만 신고 제출. 본인의 전화번호가 두낫콜 등기소에 등록한 지 31일 

후에 원하지 않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연방 무역 위원회에 온라인 

https://www.donotcall.gov 혹은 1-888-382-1222 (TTY 1-866-290-4236) 번으로 

전화하여 두낫콜 불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매개 전화에 대한 불만 신고 귀하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었다면 매번 

원하지 않은 텔레마테팅 전화를 받았을 때 불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낫콜 법을 

위반한 자는 한 전화당 11,00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혹은 전화통화를 통한 두낫콜 등록.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소비자는 

온라인 https://www.donotcall.gov 혹은 1-888-382-1222 (TTY 1-866-290-

4236)번으로 전화하여 본인의 집 전화 혹은 핸드폰 번호를 두낫콜 등기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은 번호의 통화거부에 전화번호를 등록된 

후 최대 31일 후부터 텔레마케터는 두낫콜 등록자한테 전화할 수 없습니다. 

두낫콜 법의 제외대상에는 정부 기관, 자선단체 및 전화선 측량사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제삼자가 포함됩니다. 귀하가 기존의 상업관계 때문에 연계가 있던 

회사는 최대 18개월간 귀하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화번호를 그들의 

두낫콜 목록에 넣어 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제외) 

 

https://www.donotcall.gov/
https://www.donotcall.gov/


 두낫콜 현장 서비스 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informing/donotcalloutreachlocations.

htm을 방문하십시오. 

 
 

두낫콜 법 집행 투명성 향상 

소비자가 이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뉴욕은 두낫콜 합의 

사례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성 향상은 소비자가 주 

정부의 두낫콜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성과를 더 잘 알게 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합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donotcallenforce.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 법에 대한 소개 

뉴욕주 두낫콜 법은 2001년부터 발효하여 소비자가 본인의 집 전화와 개인 핸드폰 

번호를 등록 중심에 등록하게 하여 원하지 않은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줄이게 하였습니다. 2003년,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공동으로 전국 두낫콜 

프로그램과 등기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뉴욕의 두낫콜 등록과 불만 신고는 전국 두낫콜 

등기소를 통하여 접수합니다.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는 아직도 뉴욕시민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이며 기업들의 

영업 성과를 낭비합니다. 뉴욕시민이 2014년에 제출한 두낫콜 불만 신고는 

228,900건이며 2015년에는 241,658건 이상이었습니다. 뉴욕시민이 2016년 상반년에 

제기한 두낫콜 불만 신고 거의 200,000건에 달했습니다.  

 

올 초 주는 Hilton Grand Vacations Company, LLC와 두낫콜 등기소에 유효하게 

전화번호를 등록한 소비자한테 하는 원하지 않은 텔레마케팅 판촉 전화에 관한 주요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133명의 실제로 유효하게 전국 두낫콜 등기소에 

등록된 소비자에게 334건 이상의 원하지 않은 마케팅 전화를 건 사실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합의금으로 250,500달러 지급하고 사업 방식을 고치고 뉴욕 소비자한테 

이와 같은 전화를 계속하지 않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두낫콜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New York Department of State’s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웹사이트: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do_not_call/를 방문하십시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비즈니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 웹사이트: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방문하거나 

소비자보호국 상담 전화 (800) 697-122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소비자 지원 상담 전화는 

월~금, 오전 8:30~오후 4:30까지 연락 가능합니다. 소비자 보호 알림과 최신정보는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informing/donotcalloutreachlocations.htm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informing/donotcalloutreachlocations.htm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donotcallenforce.html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do_not_call/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


소비자 보호국의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 @NYSConsumer 혹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nysconsumer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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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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