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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개인 보호 장비의 폭리 금지 법안에 서명  

  

의료 종사자 및 일반 대중이 마스크와 같은 중요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개인 보호 장비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8189/A.10270)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의료 용품(마스크, 손 살균제 등)의 심각한 가격 상향 조정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종사자와 일반 대중이 이러한 중요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우리는 끔찍한 상황을 이용하여 

필수 의료 용품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책정하는 소매업자의 사례를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폭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를 비롯하여 대중이 

이러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타인의 공포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한 

행각에 대해 파렴치한 소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비롯한 향후 뉴욕주가 직면할 어떠한 비상 사태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 뉴욕 주민들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7,000건 이상의 폭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오늘의 법안로 인해 뉴욕 주민의 주머니뿐 아니라 소상공인 및 납세자의 세금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를 비롯해 이러한 중요한 법안의 통과에 지지 및 참여하여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법무부가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Hoylman 상원의원 

Rozic 하원의원께 참사를 보냅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은 뉴욕에서 당장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우리 뉴욕주의 용감한 노력을 악용해 한 몫을 챙기려는 이러한 



 

 

파렴치한들의 행각에 치가 떨립니다. 저는 오늘 통과된 법안이 뉴욕주의 폭리 행각을 

단속하려는 Tish James 법무장관의 노력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저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James 법무장관,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 Nily Rozic 하원의원 등과 협력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법안을 지지해주신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 미국 퇴직자 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뉴욕 공익 리서치 그룹(New York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NYPIRG)에 

감사드립니다."  

  

Nily Rozi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출된 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뉴욕주 폭리 단속 노력을 강화 및 확대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뉴욕 주민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필요한 제품과 

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전염병 통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는 소비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필수적인 법안에 서명하여 법무장관에게 이 보건 위기 기간 중 소비자의 공포를 

악용하고 공포를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할 도구를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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