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알아두기

코로나 19 스캠 및 사기 주의
COVID-19 의 전세계 유행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고 있는 사기행각이
여전히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 정보를 훔쳐 작동하지 않거나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기행각은 자동 녹음된 전화, 소셜 미디어, 피싱 이메일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COVID-19 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 불안 및
혼란을 이용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식별하고 COVID-19 스캠 및 사기에 주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 관련된 잘못된 정보 식별 방법
잘못된 정보는 주로 사람들을 속여 스캠에 넘어가도록 하는 데 이용됩니다.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스스로에게 아래의 질문을 묻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해 보십시오.
•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보로 인해 분노, 두려움 또는 불안과 같은 강한 감정이 들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잘못된 정보에는 사실이 부족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게 합니다.

•

정보가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나요? 이야기에 누락된 정보가 있나요?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 보십시오. 저자가 증거를 제공하고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에 대해 신용할 수 있는 출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항상 알려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찾는 방법은 ph.lacounty.gov/hccp/health.htm 에서
알아보십시오.

•

나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항상 적신호입니다. 아래에서 COVID-19 스캠 및 사기의 예시를 읽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hccp/scams.htm 에서 알아 보십시오.

COVID-19 백신 사기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기행각을 조심하십시오. 다음은 현재 떠돌고 있는 몇 가지 백신
사기 수법입니다.
•

사람들에게 돈을 청구하고 백신을 접종해 줍니다.
o

o
•

집으로 직접 배송되는 '백신'을 판매하는 행위.
o

•

COVID-19 백신은 대중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가
접종해야 합니다. 배송 받은 물건은 진짜 백신이 아닐 것입니다.

백신이나 경품을 받기 위해 전화, 문자,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o

•

백신은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무료이고, 심지어 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백신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서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접종소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재택 백신 접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VaccinateLAcounty.com 를 방문하거나 DPH 백신 콜 센터에
1-833-540-0473 로 전화하십시오.

사기꾼은 사회 보장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신용 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즉시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는 행위.
o

여러분이 모르거나 신뢰할 수 없는 백신 접종 증명서 판매 웹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COVID-19 백신 접종 기록 사본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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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캘리포니아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사람은 COVID-19 백신 접종 전자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yvaccinerecord.cdph.ca.gov
에
방문하십시오.
vaccinateLAcounty.com 의 백신 기록 웹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COVID-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웹페이지 vaccinateLAcounty.com 에서
일반적인 백신에 대한 오해와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COVID-19 진단 검사 관련 사기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무단 또는 가짜 진단 검사 키트.
o

•

가짜 검사 결과
o
o

•

진단 검사 키트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전에 해당 키트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FDA EUA 진단 검사 웹페이지에서 해당 진단 검사 키트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COVID-19 재택 검사에 대해 알아보거나 CDC 자체 검사 웹페이지
또는 FDA 의 재택 검사를 방문하십시오.
공공 행사, 기업 및 지역사회 장소는 입장하기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최근의
COVID-19 음성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고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무료인 진단 검사의 비용 청구
o

COVID-19 검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LA 카운티의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프거나 COVID-19 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covid19.lacounty.gov/testing 을 방문하거나 2-1-1 에 전화하여 진단 검사를
신청하십시오. COVID-19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covidtests 을
방문하십시오.

접촉자 추적과 관련된 스캠
•

사기꾼은 접촉자를 추적하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개인 정보를 받아 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o

o

공중 보건국에서 COVID-19 감염자와 접촉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발신자 ID
또는 전화번호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발신자 ID 는"LA PublicHealth"또는 1-833641-0305 로 표시됩니다.
공중 보건국의 접촉자 추적 담당관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민 신분에 관해 질문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중 보건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다시 전화하여 COVID-19 를 중지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가짜 치료 및 "기적의 치료법"
•

COVID-19 를 예방 또는 치료한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보조제 및 "치료제"에 대한
광고.
o

약품, 보충제 또는 건강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 항상 의사 또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홍보 중인 "치료제" 중 일부 약품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나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또는 해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배달 및 심부름을 제공하는 가짜 "도우미"
•

사기꾼은 집에 있는 동안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o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잘 알려진 서비스를 통해 음식과 의약품과 같은 필수 용품을
배달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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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의 식품 자원 페이지 또는 고령자 식사 비상 대응 프로그램에서 무료 음식 및
식사 배달에 등록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1-800-510-2020 으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옵션에는 211LA 를 방문하거나 2-1-1 로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o

가짜 자선 단체
•

기부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보십시오.
o

•

지역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기꾼은 그들의
선의를 나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로 서둘러 기부하지 마십시오.
o

CA 법무장관의 자선 신탁 등록을 검색하여 해당 자선 단체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현명한 기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ftc.gov/charity 를
방문하십시오.

의료 신분 도용 및 피싱 사기
•

사기꾼은 개인 정보와 돈을 노립니다.
o

•

정부 기관은 전화 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전화로 '등록'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o

•

요청하지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를 받았을 때 Medicare, Medi-Cal 또는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십시오.
메디케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medicare.gov 에서, 사회 보장 번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ssa.gov 에서 이 팁을 검토하십시오.

자동 녹음 전화는 끊으십시오.
o

이러한 불법 자동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 정보를 입수하여 연방통상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광고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를 줄이려면, 해당 번호를 '통화 금지 목록'에
등록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onsumer.ftc.gov/articles/robocalls 를 방문하십시오.

최신 정보의 숙지 및 도움받기
•
•
•
•
•
•

LA 카운티 소비자 및 사업부의 소비자 경고에서 최근 사기 경고를 확인하십시오.
미국 퇴직자 협회(AARP) 및 연방 통상위원회의 사기 경고에 가입하십시오.
의료, 식품 및 필수품 찾기: LA 카운티 정보 라인에 2-1-1 로 전화하거나 211L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OVID-19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보고 및 피해 금액 반환 도움받기: LA 카운티
소비자 사업부에 dcba.lacounty.gov 또는 800-593-8222 로 연락하십시오.
진단 검사 또는 치료 제품에 대한 의심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ftc.gov/complaint 에 보고하십시오.
COVID-19 에 관한 최신 정보를 찾으려면 ph.lacounty.gov/coronaviru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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