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

한국어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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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

직업 소개소
읽기를 잠시 멈추시고...

직업 소개소란?
직업 소개소는 수수료를 받고 고용인이 직원을 구하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료 도움을 받으세요.
뉴욕시는 구직자에게 무료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nyc.gov/workforce1를 방문하거나 311번에 전화하여 Workforce1
커리어 센터를 찾으세요.

직업 소개소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찾는 경우, 유용한 지침을 여기에서 참조하세요.

일반 지침
�

허가된 직업 소개소를 이용하십시오. 직업 소개소는 소비자

�

보호국(DC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및 불만 기록을 확인하세요.

nyc.gov/dca를 방문하여 수수료 관련 정보가 수록된
직업 소개소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세요.

중요 사항

직업 소개소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귀하는

직업 소개소는 직업 교육 또는 인증 등 기타

전액을 환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귀하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

○ 선불 수수료, 예치 수수료, 등록 수수료, 신청 수수료 또는

보안 교육 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이 학교는

면접 수수료 또는

뉴욕주 형법 서비스 부서에 등록되어 있어야

○ 귀하를 다른 직업 소개소 또는 교육 학교에 의뢰한 경우

합니다.
�

�

일자리를 찾아주기 전에 선불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법률로 정한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nyc.gov/dca를 방문하거나 311번에 전화하여 라이선스

�

직업 소개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 두십시오. 직업 소개소는

또는

바텐더 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뉴욕주 사립학교

○ 교육 과정, 사진 또는 이력서 검토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에

감독국에서 바텐더 학교를 감독합니다.

대한 수수료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직업 소개소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직업 소개소는 귀하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직업 소개소는 공석이며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만 귀하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뉴욕주와 연방 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labor.state.ny.us를 방문하여 뉴욕주 최저 임금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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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서면 계약서를 요청하십시오. 직업 소개소는 귀하가

�

서명하기 전 전체 계약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해당 일자리에 적격하지
않을 경우, 직장 또는 소개소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서에 기입해야 할 내역:

○ 직업 소개소의 이름, 주소 및 DCA 라이선스 번호

○ 연령

○ 장애

○ 교리

○ 파트너십 상태

○ 인종

○ 일자리 유형
○ 수수료 금액

○ 종교

○ 수수료 지급 일정

○ 피부색

서면 계약서가 구두로 합의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국적

서명하기 전, 귀하의 모든 질문에 대한 직업 소개소의 서면

○ 성별

답변을 확보하십시오.

�

직업 소개소는 귀하에게 계약서 사본 및 모든 지급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본은 안전한 곳에

○ 혼인 상태

○ 간병인 상태
○ 성적 취향

○ 영주권 또는 시민권
상태

DCA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소비자 보호국(DCA)에 온라인
nyc.gov/dca으로 불만을 접수하거나 311번에 전화하여
불만을 접수하십시오.

보관하십시오.

주의하세요...
악덕 학교

뉴욕시에는 수 백 개의 학교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코스는 냉난방 설비 수리 및 미용술부터 의료 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목을 망라합니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을 기만합니다. 기만 가능 사항:
�
�
�

많은 학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다른 학교로 이전할 수 있다는 등 취득 학위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명심해야 할 사항:
�
�
�
�

일반적으로 학비 지원은 다시 갚아야 하는 대출금입니다. 장학금이 아닙니다.
많은 학교를 검색해 보십시오.

학교를 방문한 당일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학교의 등록금 납부 취소 정책을 서면으로 확보하십시오.

311번으로 전화하여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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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도움
�
�

nyc.gov/workforce1를 방문하거나 311번에 전화하여 무료 Workforce1 커리어 센터를 찾으세요.
nyc.gov를 방문하거나 311번에 전화하여 무료 및 저비용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문의하세요.

기타 자료
�

다음과 같은 기타 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을 읽으세요.
○ 재무 정보

○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쇼핑

�

nyc.gov/dca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참조하세요.
○ 구직자의 권리(Job Hunter’s Bill of Rights)

○ 직원의 권리 및 고용주의 책임에 관한 설명(Statement of Employee Rights and Employer Responsibilities) (가사 도우미 또는
주부 직원(domestic or household employees))

○ 뉴욕시 유급 휴가 법률(NYC Paid Sick Leave Law)

○ 뉴욕시 통근자 혜택 법률(NYC Commuter Benefits Law)

�
�
�

뉴욕 시장의 이민 담당 사무실(MOIA): nyc.gov/immigrants를 방문하여 이민자 근로자 및 일자리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세요.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SBS): nyc.gov/sbs를 방문하여 구직자를 위한 도움말을 참조하세요.

인권 위원회: nyc.gov/humanrights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차별 관련 불만을 제기하세요. 이민자를 위한 직장 및
가정에서의 뉴욕시 인권(Immigrants & NYC Human Rights at Work and at Home) 책자를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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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

재무 정보
일반 지침
�

은행 또는 신용조합 계좌 개설. 뉴욕시는 안전하고 소액으로
개설 가능한 당좌예금 또는 저축 계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계좌 입금: 귀하의 급여를 자동으로 계좌 입금하는

�

소비 내역 추적 및 관리. 예산을 세우고 따르는 일은 돈을

�

부채를 관리하십시오. 부채가 늘어나면 신용 보고에 부정적으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월별

관리하고 절약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영되고, 아파트 임대 또는 주택 구입 능력 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채권자 및 부채 수금업자를 상대하고,

수수료가 없고, 직불 카드 구매 또는 ATM 인출에 대한

지급금을 통합하며, 지급 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초과 인출 옵션이 없으며, 최소 잔액 유지 요건이 없거나

있습니다. 무료 도움을 참조하세요.

소액이고, 온라인 뱅킹 및 청구서 지불은 무료이고,
네트워크 가맹 ATM 인출은 무료입니다.

�

○ 뉴욕시 SafeStart 계좌: 귀하는 개시 저축 계좌를 개설할

소액이라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저축하십시오. 실직 또는 건강

문제 등 예기치 않은 비상상황으로 인해 빠듯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소액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하여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초과 인출 수수료가 없고, 최소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계좌 입금 또는 자동 이체를 통해

잔액을 유지할 경우 월별 수수료가 없으며, 최소 잔액 유지

급여일마다 저축되는 자동 예금 플랜을 시도해 보십시오.

요건은 금융 기관에 따라 25달러 또는 그 이하이고, ATM
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계좌 입금 또는 뉴욕시 SafeStart 계좌 관련 자세한

정보는 nyc.gov/dca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문의하세요.
IDNYC 가맹 은행 또는 신용조합에서 당좌예금 또는 저축

�

선불 직불 카드 사용에 유의하십시오. 선불 직불 카드는 예산

�

무료 재정 계획 프로그램 및 도구를 활용하여 미래를

내에서 구매하는 데 유용하지만 숨겨진 수수료에 유의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무료 도움말 및 기타 자료를 참조하세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IDNY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

위치는 nyc.gov/idnyc를 방문하여 참조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안전하고 소액으로 개설 가능한 당좌예금 계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
수수료가 없거나 저렴함

최소 수수료 및 편리한 거래

q 네트워크 가맹 ATM 무료 사용

q 무
 료로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온라인,

q 매달 3달러 이하의 유지비 또는 서비스 요금

q 낮
 은 최소 잔액 및 초기 계좌 입금 요건(25달러 이하)
전화, 문자 메시지, ATM)

q 직불 카드 무료 사용

q 합
 리적인 거래 요건(예: 계좌 입금, ATM)에 대해서는 월별

q 직불 카드 구매 또는 ATM 인출에 대한 초과 인출 옵션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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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가

뉴욕시 여성 기업가(WE NYC) 프로그램은 여성 기업가들과 그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 교육 및 커뮤니티와
연결해 줍니다. 무료 WE 마스터 리더십과 WE 마스터 머니를 통해 크레딧 및 펀딩 워크숍, 여성 기업가들은 인력 관리, 신용 구축 및
파이낸싱 스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WE NYC는 WE 커넥트 멘토 및 WE 커넥트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 및 성공한 기업인

네트워크를 여성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창업을 위한 가이드 및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는 추가 자원에 대한 액세스 관련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we.nyc에서 WE 커넥트 포털을 방문하세요.

가정 폭력 생존자 및 재정적 학대

경제적 또는 재정적 학대를 포함하는 가정 폭력 생존자의 경우,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는 일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안전함을 느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재정적 자각. 경제적 또는 재정적 학대는 누군가가 다른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돈이나 상품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유틸리티

�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계좌 등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허락 없이 귀하의 자녀, 파트너 또는 부모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적 학대(및 신원 도용)입니다.
○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소액으로 계좌를 개설해도 됩니다.
○ 귀하의 신분증과 재정 정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재정적 회복 및 복구.

○ 모든 보로에 소재한 뉴욕시 가족 정의 센터(FJC)에서 무료 재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재정 상담원이 재정 관리, 손상된
신용 회복 및 경찰 보고서 제출을 도와줍니다.

○ 또한 재정 상담원은 귀하의 파트너가 귀하 몰래 또는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금을 보고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변호사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무료 도움을 참조하세요.

주의하세요...
악덕 대출

중고차 대출은 악덕 대출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대출자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다른 대출처럼, 검색을 하고
약관을 비교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제안을 찾으십시오.

무료 도움
�

뉴욕시 재무 능력 강화 센터에서 무료 전문가 일대일 재무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311번으로 전화하여 약속을 예약하거나

�

귀하의 신용 보고서 사본을 구하여 자세히 검토하십시오. annualcreditreport.com을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 1-877-322-8228번으로

�

뉴욕시 가족 정의 센터를 비롯한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리소스에 관한 정보는 nyc.gov/domesticviolence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nyc.gov/dca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세요.
문의하세요.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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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

다음과 같은 기타 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을 읽으세요.
○ 직업 소개소

○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쇼핑

�
�
�
�

nyc.gov/dca를 방문하여 사기 관련 정보를 참조하세요.

WE NYC: we.nyc를 방문하여 여성 기업가를 위한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SBS): nyc.gov/sbs를 방문하여 여성 기업가를 위한 지침을 참조하세요.

양성 평등 위원회: nyc.gov/genderequity를 방문하여 뉴욕시가 여성을 지원하는 방식을 참조하세요.

�

뉴욕 재정 계획 협회(FPANY): fpany.org를 방문하거나 1-877-77-FPANY (1-877-773-7269) 번으로 전화하여 은퇴 계획을 비롯한

�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consumerfinance.gov를 방문하거나 1-855-411-2372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CFPB의 소비자 도구인

워크숍 관련 정보에 관해 문의하세요.
“은퇴 계획”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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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일반 지침
�

귀하의 수혜 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공공 혜택 및 서비스를

�

요청하십시오. nyc.gov/accessnyc를 방문하여 다음 중
귀하에게 적격한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이용하여 귀하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세액 공제를

요청하십시오. 근로 소득세 공제(EITC)는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해당 가족, 자녀를

○ 재정 지원: 현금 지원,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양육하지 않는 부모 또는 독신자가 받는 연방, 주 및 뉴욕시

및 세액 공제

세액 공제입니다.

○ 식품 및 영양: 영양 보충제 지원 프로그램(SNAP),

여성, 유아 및 어린이(WIC), 학교 및 여름철 식단

뉴욕시 차일드 케어 세액 공제(NYC CCTC)는 육아 보육 비용

장애자를 위한 집세 인상 면제(DRIE), 베테랑을 위한

벌면서 최대 4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육아 보육비를 지급하는

지급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귀하가 30,000달러 이하를

○ 주택: 섹션 8, 고령자를 위한 집세 인상 면제(SCRIE),
면제

경우 최대 1,733달러에 이르는 현지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보험 지원

EITC 및 NYC CCTC는 모두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있습니다.

○ 헬스케어 및 건강 보험: 간호사-가정 파트너십 및 건강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을 경우 세금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 유아 보육 및 교육: 차일드 케어. 헤드 스타트 및

귀하가 뉴욕시 무료 세금 보고 준비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유니버설 프리-K

있을 경우 세금 보고 준비와 관련하여 평균 150달러를

○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절약하면서 환급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수의 공공 혜택 및 서비스

�

세금 보고 기간 중 뉴욕시 무료 세금 보고 준비 서비스를

세전 교통비 및 의료비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 학자금 및 은퇴
저축 프로그램에 관해 고용주에게 문의합니다. 뉴욕시의

통근자 혜택법에 따라, 뉴욕시에서 정규직 비노조 직원이
20명 이상인 대부분의 비영리 민영 직장은 통근자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세전 수입으로 통근비를 지급함으로써 월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료 도움
�

ACCESS NYC는 귀하가 30개 이상의 뉴욕시, 주 및 연방 혜택 프로그램에 대해 적격인지 여부를 파악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ACCESS NYC 관련 정보는 nyc.gov/accessnyc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특정 프로그램은 ACCESS NY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뉴욕시 무료 세금 보고 준비 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IRS 인증 VITA/TCE 세금 보고 준비

업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온라인 제출 및 직접 제출을 대행해 줍니다. 신청 가능한 수입 및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nyc.gov/taxprep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세금 보고 준비 지원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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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

세금 보고를 할 때 IDNYC를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nyc.gov/idnyc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

일부 뉴욕시 무료 세금 보고 준비 사이트는 개인 납세자 ID 번호(ITIN)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세부사항을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

○ ITIN은 IRS에서 발급하는 세금 처리 번호입니다. IRS는 연방 세금 보고 또는 제출 요건을 갖추었지만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그 외 사람들에게 ITIN을 발급합니다.

�

세금 환급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뉴욕시 재무 능력 강화 센터에서 무료 전문가 일대일 재무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311번으로 전화하여
미리 예약하거나 nyc.gov/dca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세요.

기타 자료
�

다음과 같은 기타 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을 읽으세요.
○ 직업 소개소
○ 재무 정보

○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쇼핑

�

인적 자원 관리(HRA): nyc.gov/hra를 방문하거나 1-718-557-1399번으로 HRA Infoline 전화하거나 311번에 전화하여 귀하가 공공 혜택
및 서비스 해당사항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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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쇼핑
일반 지침
�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다른 가격을

�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격표는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는

○ 싸구려 금속과 소재로 제작된 장난감은 구입하지

안 됩니다. 가격표는 필요한 노동력 등 비용 차이를 표시해야

마십시오.

합니다. 예를 들면, "셔츠" 및 "블라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 장난감, 보석 및 싸구려 장신구 표면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대신, 가격표는 러플이 달린 셔츠, 플리트가 있는 셔츠 등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이러한 상품을 씹거나

세탁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노동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빨거나 입에 넣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표를 확인하십시오. 매장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가격을

○ 귀하의 자녀가 조숙하다고 믿고 있을지라도 장난감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는 액수를 부과하는

명시된 권장 연령을 따르십시오.

것은 불법입니다.

○ 상품 리콜을 확인하십시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물품 또는 물품이 진열된 곳의
안내문에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 계좌 번호 및 사회보장 정보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모든

근처나 계산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문서를 파기하여 신원 도용을 방지하십시오.

싸게 사려면 동일한 상품의 "남성" 버전을 구입하는 것을

신원 도용을 당했을 경우, 귀하의 신용 보고에 경계경고를

고려해 보십시오. 소비자 보호국(DCA)에서 주관한 연구

발하고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조사에서 장난감과 액세서리, 아동복, 성인복, 개인 생활용품,

불만을 제기합니다.

노인/재택 건강관리 상품 등 5개 업계의 90개 이상의

브랜드에서 "남성" 및 "여성" 버전이 명확히 구분된 상품

�

약 800개를 비교했습니다. 당시 여성용 상품 가격은 42

부채 회수 대행 업자의 괴롭힘을 보고하십시오.

부채 회수 업자는 소비자 보호국(DC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퍼센트가 더 비쌌던 반면 남성용 상품 가격은 18퍼센트가 더

합니다. 부채 회수 업자는 귀하에게 부채를 입증해야 합니다.

비쌌습니다.
�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십시오.

○ 매년 귀하의 신용 보고를 확인하십시오.

미용실 또는 세탁소 등 서비스업종 사업체는 주문을 받는 곳
�

위험한 어린이용 장난감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귀하가 부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귀하를 괴롭힐 수

사기를 당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부채 회수 업자가 귀하에게 연락할 경우, 즉시 이 사업체에

○ 분명하게 적힌 서면 연락처를 받으십시오. 계약서를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부채 증명을

완전히 이해한 후 서명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nyc.gov/dca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사업체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311번으로 전화하여

사업체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불만을 제기하세요.

불만을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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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소비자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

수표 현금화 업체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수표 현금화 업체를

�

이용할 경우 매년 평균 47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소액으로 개설 가능한 은행 및 신용조합

받는 경우, 1-800-342-3736번으로 전화하거나 dfs.ny.gov를
방문하여 뉴욕주 금융 서비스 부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임대 후 소유 사업체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임대 후 소유

사업체를 통해 가정 용품을 구매하면 비용이많이 듭니다.

중요 사항

물품을 장기 임대한 후 소유하는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현금
정가 대비 70퍼센트 연이율(APR)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집세 또는 기타 중요한 용도로 쓸 돈이 없는 경우 고려할

사업체는 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습니다. 최상의 구매를 위해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매장을 둘러보십시오.
�

대개 다음 급여일에 갚아야 하는 단기 대출입니다. 대출자는

아주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합니다. 급여 담보 대출 제안을

계좌는 수표 현금화 업체에 비해 더 저렴합니다.
�

뉴욕에서 급여 담보 대출은 불법입니다. 급여 담보 대출은

�

세금 보고 제출 시 환급금 예상 상품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환급금 예상 수표(RAC) 또는 환급금 이체는 세금 보고 대행

nyc.gov/hra를 방문하세요.

됩니다. 환급금 예상 대출(RAL)은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환급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

�

대출기관은 수수료 및 이자를 부과할 수

�

때문에 환급금 총액이 줄어듭니다.

�

있습니다. 대출을 제공한 세금 보고 준비

�

수수료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가불에 관해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서면 정책을 읽으십시오.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가족 또는 친구에게 소액 대출을 부탁하십시오.
가끔 신용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합이나 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금 보고 준비 대행 업자가 RAL은 "즉석

환급금," "신속한 환급금," "익스프레스 환급금,"
"프리펀드," "신속한 현금" 또는 RAL은

�

대출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다른 유사한 용어를

부채 조정 서비스를 주의하십시오. 귀하의 부채를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비스를 주의하십시오. 많은

경우, 부채 조정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는 수 천

사용하여 주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보십시오. 여러 곳에 문의하여 최저 이자율을

확인하십시오.

대행 업자는 RAL 신청 준비에 대한 요금 또는
�

신용조합 또는 은행의 소액 대출에 관해 알아
선택하십시오.

중요 사항

RAL 또는 RAC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숙지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311번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수수료를 나중에 지급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

현금 지원 등 인적 자원 관리(HRA) 비상 지원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준비 대행 업자는 귀하에게 RAL을
받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 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전자 제출, 계좌 입금

및 기타 옵션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계좌 입금을 사용할 경우,
8-14일 후 연방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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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악덕 대출

중고차 대출은 악덕 대출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대출자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다른 대출처럼, 검색을 하고
약관을 비교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제안을 찾으십시오.

무료 도움
�

뉴욕시 재무 능력 강화 센터에서 무료 전문가 일대일 재무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311번으로 전화하여 약속을 예약하거나
nyc.gov/dca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세요.

기타 자료
�

다음과 같은 기타 여성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을 읽으세요.
○ 직업 소개소
○ 재무 정보

○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

nyc.gov/dca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출판물을 참조하세요.

○ 모든 소비자가 알아 두어야 할 10가지 사항(10 Things Every Consumer Should Know)

○ 10가지 최악의 일상적 사기 및 이를 방지하는 방법(10 Worst Everyday Scams and How to Avoid Them)

○ (요람에서 지팡이까지)From Cradle to Cane: 여성 소비자가 치르는 비용(The Cost of Being a Female Consumer)
○ 위험한 어린이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는 방법(How to Avoid Hazardous Children’s Toys)
○ 부채 조정 서비스를 주의하십시오(Beware of Debt Settlement Services)
또한 nyc.gov/dca를 방문하여 사기 관련 추가 정보를 참조하세요.

�

뉴욕주 소비자 보호 부서: 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방문하여 까다로운 소비자를 위한 쇼핑 지침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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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풍요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뉴요커의
일상적 경제생활을
보호하며 향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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