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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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이 품목 가격을 인상한 이유가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면, 반드시 DCWP에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인상분은 반드시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상품당 2달러 더 지불했다면, 고객에게 
50달러를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dcwp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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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ption:

If you raised the price of these items because it costs you more to supply them, you must 
provide proof to DCWP.

Be aware that any increase must be comparable. If you paid $2 more per item, you cannot 
charge customers $50 more.

For more information, visit nyc.gov/dcwp. 

Do you sell any good or  
service needed to limit  
the spread of COVID-19?

It is ILLEGAL to 
overcharge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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