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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 FDA: Warnings sent to sellers of scam Coronavirus treatments

FTC 및 FDA: 사기성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판매자에 경고
Colleen Tressler
FTC 소비자 교육 전문가
지난 달 저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공포심을 이용하는 사기범을 조심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FTC 와 FDA 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승인
및 부정표시 제품을 판매하는 7 개 업체에 합동으로 경고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차와 에센셜 오일, 콜로이드 은 등이
있습니다. FTC 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법적 요건에 따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FDA 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백신이나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7 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Vital Silver
Aromatherapy Ltd.
N-ergetics
GuruNanda, LLC
Vivify Holistic Clinic
Herbal Amy LLC
The Jim Bakker Show

해당 서신에는 이들 업체가 FTC 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48 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FTC 와 FDA 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업체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두 기관은 또한
해당 업체가 다른 명칭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기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마켓 및 접수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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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와 물로 손을 20 초 이상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는 경우 알코올이
주성분인 손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손이 더러워지면 언제든지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아픈 사람과 밀접 접촉하지 마십시오.

•

아플 경우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티슈로 가리시고 사용한 티슈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손이 자주 닿는 물건이나 표면은 일반적인 집 청소용 스프레이나 청소포로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

마스크 사용에 관한 CDC 의 권고사항에 따르십시오.
o

o

•

CDC 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19 등 호흡기 질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환을 전파하지
않기 위해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 종사자 및 집이나 의료 시설 등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 살펴 보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CDC 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FD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및 승인 현황을 살펴 보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의심되는 주장을 하는 제품을 사고 싶으신 경우 의사나
기타 의료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최신 사기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소비자 알림을 신청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 완치, 또는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보셨습니까?
FTC 의 FTC.gov/complaint 웹사이트에 신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