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을 정합니다.
	• 자녀가 구매할 품목을 결정할 때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선생님의 준비물 목록을 입수하여	
쓸 수 있는 금액과 필요한 물건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온라인,	매장 방문 쇼핑에	
관계없이 목록과 예산을 고수하도록 합니다.

가격을 비교합니다.
	•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여 세일 상품을 확인합니다.

	• 쿠폰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일부 사기꾼은 정보를 목적으로 할인을	
약속하곤 합니다.

가격을 확인합니다.
	• 매장에서는 상품 또는 상품이 배치된 곳에 반드시	

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 표기된 금액 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추가 크레딧: 전자제품 및 가구	
쇼핑 팁을	nyc.gov/dcwp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바가지에 주의하십시오.
	• 뉴욕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건강,	안전,	

복지에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상품 또는 서비스에는 살균 제품,	비누,	청소 제품,	진단	
제품 및 서비스,	약품이 포함됩니다.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CWP)에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nyc.gov/dcwp에	
방문하거나	311번에 전화하여	“overcharge(오버차지)”
라고 말씀하십시오.	불만 제출 시에는 꼭 영수증을	
제출하십시오.

영수증을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 뉴욕시에서는	$20	이상의 모든 구매에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요청하는 경우	$5~20의	
구매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를 보호하십시오.	법에 따라 고객의	
영수증에는 신용카드의 만료 기간 또는 신용카드의	
최대	5자리 이상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및 학생들이 돈을 절약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짧은 
팁을 준비했습니다.

계속	>

신학기  
쇼핑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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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consumers/Consumers-ShoppingforElectronics.pdf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furniture-shopping-tips.page
http://nyc.gov/dcwp
http://nyc.gov/dcwp


매장 결제 및 환불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매장은 현금 결제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매장에서 현금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동일 소매 품목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 외 다른 결제 수단으로	
지불하는 소비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매장은 환불 규정이 상세 명시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정책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 후	30일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십시오.

	• 개학 쇼핑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보안	
웹사이트에서만 쇼핑하십시오.

	• 익숙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신규 웹사이트의 경우	
조사를 하고 리뷰를 확인하십시오.	링크가	https로	
시작하는지와 자물쇠 아이콘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http;만 있는 경우,	보안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s’는	
보안을 뜻합니다).

	• 보안되지 않은	Wi-Fi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브라우저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OnGuardOnline.gov에 방문하여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자녀에게 신용과 그 운영 방식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 자녀에게 신용 카드가	‘공돈’이 아니며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 자녀에게 최소 잔액 및 최대 잔액 지불과 신용카드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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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융자 상담을 받으세요.
	• nyc.gov/TalkMoney에 방문하시면 뉴욕시 재정 지원	

센터의 재정 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내용:
	• 예산 및 수입의 갑작스러운 변화 관리 및 지출	

계획 수립
	• 은행 계좌 개설 및 계좌 설정
	• 채권자와 상담
	• 그 외 기타 사항

재정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입 및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기밀로 운영되며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파악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nyc.gov/StudentLoans에 서	DCWP	팁 및 자원을	
확인하십시오.

https://consumer.ftc.gov/identity-theft-and-online-security/online-privacy-and-security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get-free-financial-counseling.page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Student-Loans.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