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뉴욕 시민들
사기꾼은 항상 귀하의 돈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든
관계없이 귀하에게
연락하는 사람에게 귀하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사기를 방지하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리소스

IRS 사칭
전화 사기

뉴욕주 법무장관실
ag.ny.gov
(800) 771-7755

경계하세요!

국세청
irs.gov
(800) 829-1040

감사합니다
조세 행정 재무 감사관
tigta.gov
(800) 366-4484

뉴욕 검찰총장 레
티샤 제임스

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실
Letitia James

IRS 이름(때로는 전화
번호)을 사용하여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돈과 개인
정보를 훔치는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도
이메일을 통해 유사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작동 방식:
IRS 공무원을 사칭하는 발신자는
피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종종
사기꾼은 발신자 ID 스푸핑을
사용하여 발신자 ID 상자에
“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라고 표시하거나 기관의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돈을
송금하거나 선불 직불카드를
구입하고 그 일련번호로 다시
전화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사기꾼은 또한:

→
→
→
→
→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귀하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포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긴급”
메시지를 남기고 점점 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화로 현지 법 집행기관 또는
차량 관리국이라고 주장하며
위협합니다.

사기꾼이 전화하면: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전화를 끊고 받지 마십시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돈을 송금하거나 선불 직불카드
일련번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되면
게시된 번호로 IRS에 직접
전화하십시오.
미국 조세 행정 재무 감사관에게
해당 전화를 신고하십시오.
(800) 366-4484 / tigta.gov

IRS는 절대로:
즉시 결제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IRS는 미납 세금
및 벌금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납부자가 미납 금액에
대해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화로 결제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체포 또는 추방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기의 경우,
발신자가 IRS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원 도용에 사용될 수
있는 개인 신원 정보와 금융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