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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과 사회보장 번호

신분 도용은 미국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귀하의 사회보장  
번호를 입수하면, 귀하에 대한 기타 개인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도용자는 대부분 귀하의  
번호와 좋은 신용상태를 이용하여 귀하의 
이름으로 더욱 많은 신용카드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청구 금액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알지 못하는 신용공여자로부터 
산적도 없는 물품 대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귀하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회보장 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귀하의 신분을 가장하고 있는  
누군가가 많은 신용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번호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회보장 번호와 저희의 기록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위임 
받지 않은 한 그 누구에게도 귀하의 번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귀하께 귀하의 
번호 제시를 요구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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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귀하의 번호를 쉽게  
도용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신분 도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귀하의 정보를 입수합니다:

지갑, 손가방 및 우편물(은행 및 신용카드 
명세서, 사전 승인된 신용카드 청약, 전화 
통화 카드, 세금 정보) 훔치기
인터넷의 불확실한 사이트 , 직장의  
업무및 인사 기록, 가정에서의 개인정보에 
제공된 개인정보 훔치기
쓰레기로 버려진 개인 데이터 추려내기
고용주나 집주인 등 귀하의 정보를  
합법적으로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가장하기
“내부”정보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매입하기. 예를 들어 상품, 서비스 또는 
신용 카드 신청서에 나타난 귀하의  
정보를 상점 직원에게 지불하고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 카드와 번호를 도난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취업했을때 귀하의 고용주에게 카드를  
보여주어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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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회보장 번호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방
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연방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www.consumer.gov/idtheft

전화— 
1-877-IDTHEFT (1-877-438-4338)
TTY(문자전화)— 
866-653-4261

귀하의 번호를 누군가가 도용하여 근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회보장국에 연 락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근로 용도로 귀하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 는  
방법의 하나로 귀하의 사회보장 내역서를 
(Social Security Statement)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귀하 의  
사회보장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액이 
나와있습니다. 내역서에 오류가 발견되면  
사회보 장국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

•

•

http://www.ssa.gov/mystatement
http://www.ssa.gov/mystatement


(뒷면으로)�

누군가가 내 번호를 사용하여  
신용 문제를 야기시킨 것 같다면?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받기 위해 귀하의 
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했다면, 사회보장국이 
귀하의 신용기록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신용기록을 정정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따르십시오:

신용카드 발급을 승인한 신용공여자에게 
전화하십시오 (후속 편지도 발송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주요 신용정보 조사기관의 부정행위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 
또는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이름과 번호를 이용한 추가  
신용카드 발급을 승인하기 전에  
신용공 여 자로 하여금 귀하께  
연락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귀하의 
기록에 표시해 둘 것을 요청 
귀하의 기록에 얼마 동안 표시를  
해주는 지, 필요한 경우 그 표시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문의
귀하의 신용보고서에 귀하의 이름,  
문제에 대한 설명 및 누군가가 귀하께 
전화할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문구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

각 주요 신용보고기관에 귀하의 신용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귀하가  
알지 못하 는 신용카드가 발급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용카드발급이  
거절된 경우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주요 신용보고기관:

이퀴팩스(Equifax) 
www.equifax.com 
신분도용 부정행위 신고: 
1-800-525-6285 
신용보고서 주문: 
1-800-685-1111 
P.O. Box 740241 
Atlanta, GA 30374-0241

익스페리언(Experian) 
www.experian.com 
신분도용 부정행위 신고: 
1-888-397-3742 
신용 보고서 주문: 
1-888-EXPERIAN 
(1-888-397-3742) 
P.O. Box 1017 
Allen, TX 75013-0949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www.tuc.com 
신분도용 부정행위 신고: 
1-800-680-7289 
신용보고서 주문: 
1-800-916-8800 
신분도용 부정행위 피해자 지원부 
(Fraud Victim Assistance 
Department) 
P.O. Box 6790 
Fullerton, CA 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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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회보장 번호 취득

귀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전히 귀하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에서 새 번호를 지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호가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 사회보장  
번호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 파산 신청을 한 경우
• 법 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사회보장 카드를 잃어 버렸거나 도난  

당했으나 누군가가 귀하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 거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려면

사회 보장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사회  
보장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안내문들에  
대해 알아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이용 전화 1-800-772-1213번 (청각장애인은  
TTY 번호, 1-800-325-0778)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특정 문의 전화 상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 전화 응답 서비스를 
통해 하루 24시간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회보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통역 서비스는 전화를 할 때나  
사회보장국 지국에서 상담을 할 때나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1-800-772-1213으로 전화하십시오. 1번을 
누르고 담당자가 대답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통역관이 귀하의 통화를 도와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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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될 것입니다. 업무가 전화로 처리될 수 
없을 경우, 사회보장국 담당자와 면담 약속을 
잡아 드리며, 귀하가 방문하는 시간에  
통역관을 배치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전화 통화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  
보장 사무국에서는 일부 전화를 선정하여 
통화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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