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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텔레마케팅 규제법(NUISANCE CALL ACT) 법안에 서명  

  

라이브 텔레마케터가 목록에 있는 소비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촉 전화 금지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의 허점을 보완  

  

해당 법안, 소비자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텔레마케터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텔레마케팅 규제법(S.4777/A.2224)을 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판촉 전화 금지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의 

허점을 보완하고 라이브 텔레마케터가 판매자의 통화 금지 목록에 추가되는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텔레마케터는 소비자의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허점은 텔레마케터가 너무 오랫동안 이용해 

뉴욕 주민을 괴롭혀 온 라이선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보호 기능을 통해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원치 않는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한 번에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001년에는 판촉 전화 금지법(Do Not Call Law)이 발효된 후 뉴욕 소비자들은 사전 

녹음된 전화나 "로보콜"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판촉 전화 금지 

레지스트리 설립 이후, 소비자는 라이브 텔레마케팅 전화의 증가를 경험해 주 법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Todd Kaminsky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이 다루어야 할 마지막 일이 있다면 그것은 텔레마케터들의 성가신 전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성가신 전화의 양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 법안은 이러한 귀찮은 전화를 

억제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위해 Amy Paulin 의원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Cuomo 주지사님께서 법안에 서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성가시고 통제하기 

어려운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해 주신 

그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은 뉴욕 주민이 이 문제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늘 이런 전화를 받아 본 저도 텔레마케팅 전화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주민은 마침내 

이러한 텔레마케팅 목록에서 벗어나고 연락처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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