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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보–
경보 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요즘 증가하고 있는 아동 신원 도용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부모, 보호자, 어린 성인들에게 요즘 증가하고 있는 아동 신원
도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출, 신용카드
계정을 신청하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 임대를 시작할 때까지 자신의 신원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동 신원 도용은 이미 신원 도용 피해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범죄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러한 요즘 추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보호자들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신원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아동 신원 도용은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와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미성년자의 행세를 한
것입니다. 절도범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나면 이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듭니다. 이 가짜
신분증은 신용카드를 만들고 새로운 유틸리티 계정을 개설하고 또는 자동차나 주택 구입과 같은
큰 액수의 매매를 할 때 사용됩니다. 그 결과, 아동 피해자는 수 년 동안 이를 알지 못한 채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은 일반 대중들에게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과 그들의 신원과 아동의 신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세 곳의 신용기관에 연락하여 자녀의 개인 정보에 대한 신용평가서를 받는다. 어떤
이상한 행위가 엿보이면, 즉시 지역 경찰에게 신원 도용 민원을 제기하고 다음 세 곳의
신용기관에게 그 증거물을 제출한다.
o Equifax: 1-800-525-6285
o Experian: 1-888-397-3742
o Trans Union: 1-800-680-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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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신용보고법(FCRA)은 이러한 전국 신용평가회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의 요구가 있으면
12개월마다 고객의 신용평가서 1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청하려면
http://www.annualcreditreport.com으로 가거나 1-877-322-8228로 전화하십시오.
• 귀 자녀 앞으로 의심스러운 우편물이 발송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용카드 제공 우편물
또는 채권추심 자료에 귀 자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용 도용이 의심되므로 즉시 각
신용평가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독립해 나가는 경우 먼저 자녀의 신용평가서 한 부를 요청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 귀 댁에서 사는 어린 성인이 사전 승인된 신용공여서를 받았다면 해당 성인은 반드시
원치 않는 메일을 파쇄해야 합니다. 신용 도용율은 18세 - 24세에 이르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높습니다.
• 방과후 활동, 개인교습 또는 스포츠 팀/클럽 참가를 위해 아동의 개인 신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를 요청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왜
필요합니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아이의 정보는 어떻게
보호됩니까? 다른 선택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아이의 사회보장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아이에게 인터넷 안전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어떤 정보가 사적인 정보인지를
알리며, 아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평생 가는 습관을 키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올해 3월, Carnegie Mellon’s CyLab은 아동이 성인에 비해 신용 도용 피해를 입는 경우가 51배나 더
많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DOS) 신용 도용 방지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Consumer Guide to Identity Theft)는
여기에서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아동 신용 도용과 관련한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신용 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민원을 제기하려면 뉴욕주 국무부의 Consumer Protection과((518)474-8583)로 문의하시거나 www.do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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