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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고용 부서는 COVID-19 전염병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사기를 목격했습니다. 정규 실업과 전염병 

실업 지원 둘 다 국내외 사기범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개발부(EDD)는 새로운 보안 및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해 사기를 대폭 줄였지만,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구호 조치가 출범함에 따라 사기범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사기꾼들은 귀하의 정보를 이용하여 귀하의 이름으로 된 실업 수당을 신청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

을 막는데 도와주세요. 

EDD 또는 EDD 계약자는 Telegram 또는 WhatsApp을 통해 귀하와 절대 통신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조심하십시오: 
• 로맨스 사기. 가짜 데이트 프로필 또는 즉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취업 기회. 합법적인 고용주는 직접 메시지를 통해 고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현금 증정, 보상 또는 상품.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게 들리는 이야기라면 사기일가능성

이 있습니다.

• 요청하지 않은 차량 또는 개인 소유물을 제공합니다.

귀하 본인의 개인 정보의 권한을 마구 내어주지 마십시오 

전자 메일, 우편 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알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연락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공

유하지 마십시오.  합법적인 회사는 WhatsApp, Telegle 또는 Facebook Messenger와 같은 메시징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편지나 전화를 받은 경우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

십시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응답하

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요청자 또는 변호사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 성함 및 생년월일
• 사회보장번호
• 정부 문서의 사진
• 전화 유형

• 신용 점수
• 이동 통신사
• 은행 계좌 번호
• 신용 카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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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는 개인 은행 계좌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거나 전화로 은행 계좌 정보를 묻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공유하지 마십시오.  

ID.me는 절차의 ID 확인 단계만 담당합니다.  ID.me는 결제를 취급하거나 현금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D.me에서 현금 경품이나 일자리와 교환하여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즉시 EDD 또는 ID.me에 연락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개인 정보도 항상 보호하십시오.  신분 도용자들은 종종 거짓 신분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합니다.  

항상 전화 번호, 메시지 계정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대화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사기꾼들은 가까운 친구 또는 합법적인 기업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자들을 조심하세요. 

또한 ID.me는 온라인상에서 ID.me의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자들을 찾아냈습니다. ID.me는 오직 

"id.me"로만 활동합니다. "your-id-me.com"같은 웹사이트는 올바른 ID.me가 아닙니다. 

전화 통화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DD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지만, 전화번호는 발신자 ID 아래

에 "St of CA EDD" 또는 1-800-300-5616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이러한 번호를 스푸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휴대폰이나 신용 카드/직불 카드 정보를 전화로 요청하면 전화를 끊으십시

오.  

만약 누군가가 귀하에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느꼈다면, 즉시 그 사건을 법 

집행기관에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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