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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산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자원  
 COVID-19 가  유행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자비에  베세라(Xavier  Becerra) 는  COVID-19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의  기업  파산과  소비자  권리에  관한  소비자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가족, 기업  및  지역사회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재정적  긴장을  겪고  

있습니다. 판데믹의  경제적  영향으로  J.C. Penney, J. Crew, Dean &  Deluca, Gold’s  Gym, Hertz  

등의  회사와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예: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Boomers!” 와  어린이  캠프  

“Camp  Galileo” 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기후로  인해  기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러한  힘든  시기에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것을  촉구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oag.ca.gov/report 에  

불만을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비자  파산권  –  상품권  및  예치금   
  

•  이제  기업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상품권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상품권에  지불된  금액은  사업자가  아니라  귀하의  
것입니다. (Civ. Code, §  1749.6, subd. (a).)  기업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상품권을  
계속  예우해야  합니다. (Civ.  Code, §  1749.6, subd. (b).)  

 

•  만약  해당  기업이  아직  나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지불하거나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산법은  배달되지  
않은  소비자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  최대  $3,025 의  “우선순위”  
청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11  U.S.C. §  507(a)(7).)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폐업하는  파산한  기업에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파산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최대  $3,025 까지  상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1  U.S.C. §  1129(a)(9)(B).)  
 

소비자를  위한  일반  파산  정보  
 

•  소비자에게  자금을  빚진  업체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비자는  파산에  “청구  
증명”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간단한  3 페이지  분량의  
양식으로, 왜  귀하가  돈을  빌려주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유권  주장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법무장관  

 

https://oag.ca.gov/contact/consumer-complaint-against-business-or-company


 

증명  서식  파일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소비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예금의  계좌에  금액을  빌려준  소비자는  
확인란  12(우선순위  청구에  관한)와  "개인, 가족  또는  가구를  위한  재산  또는  
서비스의  구입, 임대  또는  대여를  위한  보증금  최대  $3,025*. 11  U.S.C. §  507(a)(7).”  
옆의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자금을  빚진  소비자는  마감일  및  청문회에  대한  파산  통지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산  기업은  일반적으로  파산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에는  예정된  
날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청구  증명을  제출할  수  있고, 

추가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러한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위에서  언급한  파산에  대한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J.C. Penney;  J. 

Crew;  Dean &  Deluca;  Gold’s  Gym;  Hertz;  Boomers!; Camp  Galileo.   
 

추가  소비자  리소스  
  

채권자에  대한  정보와  양식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파산  법원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센트럴  디스트릭트(본사  로스앤젤레스)는  여기, 노던  디스트릭트(본사  샌프란시스코)는  
여기,  서던  디스트릭트(본사  샌디에이고)는  여기, 이스턴  디스트릭트(본사  새크라멘토)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변호사가  없는  분들을  위한  자료와  도움말은  센트럴  디스트릭트는  
여기,  노던  디스트릭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  원격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무료  또는  저비용  파산  지원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북부  소비자를  위한  파산  도움말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무실에서  원격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예약을  잡으려면  각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우리  주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대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찾고  싶으시면  
http://lawhelpca.org 를  방문하여  페이지의  'Search  for  Legal Help( 법률  도움말  검색)'  탭을  
클릭하세요.  
  

파산  사업이  귀하의  파산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oag.ca.gov/report 에서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주  변호사에게  다음  번호(866)  442-2529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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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scourts.gov/forms/bankruptcy-forms/proof-claim-0
https://cases.primeclerk.com/JCPenney/
https://cases.omniagentsolutions.com/?clientId=CsgAAncz%2b6aOLJgZhctMaoKSBMywzKnoekUceMQxVb42bXA3jCB7Z4rhnIy5CZB%2bzdqHuC39CFU%3d
https://cases.omniagentsolutions.com/?clientId=CsgAAncz%2b6aOLJgZhctMaoKSBMywzKnoekUceMQxVb42bXA3jCB7Z4rhnIy5CZB%2bzdqHuC39CFU%3d
https://cases.stretto.com/DeanDeLuca
https://www.bmcgroup.com/restructuring/geninfo.aspx?ClientID=462
https://www.kccllc.net/apex
https://cases.stretto.com/Galileo
https://www.cacb.uscourts.gov/creditors
https://www.canb.uscourts.gov/content/information-creditors
https://www.casb.uscourts.gov/creditors
https://www.caeb.uscourts.gov/CreditorHelp.aspx
https://www.cacb.uscourts.gov/filing-without-an-attorney
https://www.canb.uscourts.gov/pro-se-pro-bono-services
https://www.cacb.uscourts.gov/
http://www.canb.uscourts.gov/
http://lawhelpca.org/
http://lawhelpca.org/
https://oag.ca.gov/contact/consumer-complaint-against-business-or-company
tel:(866)%20442-2529


 

(415)  538-2250 으로  전화하거나  http://www.calbar.ca.gov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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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415)%20538-2250
http://www.calbar.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