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뉴욕시 중고차 계약 취소 옵션

중고차 구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법에 따라,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업일 기준 2 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을 벗어나 계약에 대해 검토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양식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약관을
읽어보세요. 이 계약 취소 옵션은 소비자가 계약을 성사시킨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 이름과 주소

공동 구매자 이름과 주소

("구매자" 또는 "소비자"라고 함)

("구매자" 또는 "소비자"라고 함)

중고차 판매업자 이름과 주소

DCA 라이센스 번호

("저희"라고 함)

자동차 설명

판매일

("자동차"라고 함)

연식:

차종:

모델:

자동차 차대 번호(VIN):

취소 가능 시한(날짜와 시간)*
*소비자가 시한까지 취소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됩니다.

약관
취소 옵션: 이 양식은 계약 취소 옵션에 대한 약관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약관을 수락하시는 경우, 소비자는 영업일 기준 2 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약관을 거절하시는 경우, 소비자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앞뒷면을 모두 읽어보세요.
•
•
•
•
•
•
•
•

판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소비자는 "판매 계약 취소 통지서"에 서명해서 위의 노란 상자에 적힌 날짜와 시간까지 직접 판매업자에게
건네주어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서면으로 판매 계약 취소를 거절할 때까지 또는 취소 가능 시한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 판매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자동차와 그 등록증을 보관합니다.
소비자가 이 양식에서 설명된 약관에 따라 판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판매세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판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할 것에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계약 취소 옵션을 수락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자동차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수료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단, 트레이드인 차량은
예외입니다. 트레이드인 차량의 경우, 환불 가능한 보증금 $100 가 필요하며, 환불 받을 수 없는 수수료 $50 도 납부해야 합니다.
트레이드인 차량에 대한 약관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취소 옵션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 계약 취소를 거절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업자는 완전하게 작성되고 소비자의 서명이 들어간 이 계약 취소 옵션 서류 사본 1 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판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판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사본 1 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취소 옵션은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구매자나 판매업자의 법적 권리, 의무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취소 가능 시한: 서명한 "판매 계약 취소 통지서"를 직접 (위 주소의) 판매업자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시한은 위의 노란 상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정한 날짜와 시간은 소비자가 판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또는 소매 할부 계약에 서명한 날짜 중 더 나중인 날짜 이후 영업일 기준
두 번째 날 업무종료시간보다 더 이를 수는 없습니다.

트레이드인 차량: 추가 약관은 이 양식의 뒷면을 읽어보세요.

☐

옵션을 수락하려면 여기에 서명하세요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업자는 이 양식의
앞뒷면에 있는 약관에 동의합니다. 소비자는 이 양식을
받았고 읽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소비자는 이 옵션을 수락하기로 선택합니다.*

옵션을 거절하려면 여기에 서명하세요

☐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소비자는 자동차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소비자는 이 양식을
받았고 읽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소비자는 이 옵션을 거절하기로 선택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매자 서명

구매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구매자 서명

공동 구매자 서명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소비자는 아래의 통지서를 작성하고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뒷면을 참조하세요.

------------------------------------------------------------------------------------------------------------판매 계약 취소 통지서

☐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소비자는 이 양식에 설명되어 있는 중고차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통지서를 직접 판매업자에게 건네주기만 하면, 판매 계약 취소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구매자와 모든 공동 구매자가 아래에 서명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시한: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매자 서명
날짜 / 시간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구매자 서명
날짜 / 시간

판매 계약 취소 거절 통지서

☐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소비자는 이 양식에 설명되어 있는 중고차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거절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매자 서명
날짜 /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구매자 서명
날짜 / 시간

추가 약관
트레이드인 차량: 소비자가 차량을 트레이드인하는데 동의했고, 계약 취소 옵션을 수락하는 경우, 환불 가능한 보증금 $100 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환불받을 수 없는 추가 수수료 $50 를 납부하고 취소 기간 동안 트레이드인 차량을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옵션이
만료될 때까지 판매업자에게 트레이드인 차량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옵션을 하나 선택하세요.

☐

차량을 남겨둡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트레이드인 차량을
(이름)

제가판매계약을 취소하기로 선택하거나 옵션이 만료될 때까지 판매업자에게 남겨두기로 선택합니다.
트레이드인 차량 설명
연식:

차종:

모델:

자동차 차대 번호(V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다음 약관에 동의합니다.
• 제가 판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보증금 $100 를 가질 수 있으며, 제가 취소 옵션을 행사하는 날 당일에
트레이드인 차량을 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제가 판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판매업자는 제가 판매 계약에 따라 구입한 자동차를 픽업할 때 보증금 $100 를
즉시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 판매업자는 제가 취소 옵션 행사를 거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제 트레이드인 차량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업자가 부주의로 제 트레이드인 차량을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차량 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트레이드인 차량의 소매 시가 또는 판매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매자 서명
날짜 /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구매자 서명
날짜 /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매업자 대표 서명

☐

날짜 / 시간

차량을 사용합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환불받을 수 없는
(이름)

수수료 $50 를납부하고 취소 기간 동안 트레이드인 차량을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다음 약관에 동의합니다.
• 취소 기간 동안, 저는 트레이드인 차량으로 250 마일 이상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저는 제가 트레이드인 차량으로 해당 차량을 보여주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단, 합리적인
마모는 예외로 합니다.
• 제가 약관을 준수하고 판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판매업자는 제가 판매 계약에 따라 구입한 자동차를 픽업할 때
보증금 $100 를 즉시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 제가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판매업자는 판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증금 $100 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제가 트레이드인 차량으로 해당 차량을 보여주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합리적인 마모는 예외)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판매업자는 제가 구입한 차량을 저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매자 서명
날짜 /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구매자 서명
날짜 /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매업자 대표 서명

날짜 / 시간

------------------------------------------------------------------------------------------------------------판매업자의 구매자 선택 인증서
저희는 소비자가 중고차 판매 계약을 ☐ 취소하기로 / ☐ 취소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인정합니다.
☐ 소비자는 취소 가능 시한 전까지 "판매 계약 취소 통지서"를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계약 취소 옵션 약관을
준수했습니다.
☐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 취소 옵션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매업자 대표 서명

날짜 / 시간

DCA 라이센스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