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일,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치료나 확산 방지에 필요한 모든 개인 및 가정 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과청구를 불법으로 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척 제품
	• 진단 제품 및 서비스
	• 살균 제품(티슈,	액상,	스프레이)	
	• 마스크
	• 장갑
	• 손 소독제

	• 의약품
	• 페이퍼 타올
	• 소독용 알코올
	• 비누
	• 티슈

다음 유형의 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나치게 비싼 금액에 구매하셨나요? 
3월부터 상점에서 이 품목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nyc.gov/dcwp 또는 311
번으로 전화해 “Overcharge(바가지 요금)”라고 말하여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뉴욕시의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법률 안내
뉴욕시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제 근무 또는 전일제 근무로 사업체 또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병가 및 안전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c.gov/workers를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Paid Safe and Sick Leave(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라고 말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dcwp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점에서 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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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16, the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announced 
an emergency rule that makes price gouging illegal for any personal or household good 
or any service that is needed to prevent or limit the spread of or treat the new coronavirus 
(COVID-19).  

Examples include:

•  Cleaning products
•  Diagnostic products and services
•  Disinfectants (wipes, liquids, sprays) 
•  Face masks
•  Gloves
•  Hand sanitizer

•  Medicines
•  Paper towels
•  Rubbing alcohol
•  Soap
•  Tissues

It is illegal to increase prices of these types of goods and services by 10% or more.

Were you overcharged? 
If you think a store excessively increased the price of these items beginning in March, file a 
complaint at nyc.gov/dcwp or call 311 and say “Overcharge.”

Reminder about NYC’s Paid Safe and Sick Leave Law
If you work part time or full time at any size business or nonprofit in NYC, you have the right 
to safe and sick leave to care for yourself or anyone you consider family.

Visit nyc.gov/workers or call 311 and say “Paid Safe and Sick Leave.”

For more information, visit nyc.gov/dcwp. 

Have you tried to buy any good 
or service needed to limit the 
spread of COVID-19?

It is ILLEGAL for stores to 
overcharg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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