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하는 방법:
사기 당한 피해자 인 경우, 즉시 현지 법집행 기관에
통보 하시고 사건을 캘리포니아주 복권 관리국의 보안
및 법집행 부문에 신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및
연방정부 기관에도 신고하실수 있으십니다.

항상 기억 하십시오:
➜ 복권 관리국은 절대로 수속 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 신고와 의심스러운 활동 신고

➜ 복권 관리국의 대표자는 절대로 귀하에게 복권
당첨에 대해서 연락 하지 않습니다.
➜ 복권 관리국의 대표자는 절대로 귀하의 돈을
미리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 관리국의
보안 및 법집행 부문
916-822-8282
reportfraud@calottery.com

➜ 귀하가 복권 게임을 하지 않는 경우 복권
상금을 탈 수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복권 전자메일,
전화 또는 서신 캠페인
연방 무역 위원회
1-877-FTC-HELP (1-877-382-4357)
www.ftc.gov

귀하가 알아야 할 캘리포니아주
복권 관리국의 게임들:
➜ 허가 된 캘리포니아 복권 판매점에서만
복권을 구입합니다.
➜ 항상 구입 후 즉시 티켓의 뒷면에 서명 합니다.
➜ 소매상들은 귀하의 상품에 소매 유통 업체
수수료 또는 상금 지급에 관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복권 관리국만이
캘리포니아내의 복권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당첨된 복권 티켓을 다른 사람이 대신
물어주는것은 불법입니다.

사기 대상이 되지 맙시다
사기꾼들이 다양 한 사기로 합법적인 복권 관리국의 복권,
파워볼과 메가 밀리온의 대표 직원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의
신원, 신용카드 번호, 금융정보 및 현금을 훔치고 있습니다.
➜ 복권 상금을 약속하는 누구 에게도 귀하의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 번호, 여권 또는 은행계좌 번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즉시 행동 하지 않으면 상금을 잃게 됩니다 라고
제안 하는 “긴급” 권유를 의심하십시오.
➜ 사실이라 믿기에 너무
좋은 소리 하는 경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하기
신중히 듣기
스스로 교육하기
압력 거부하기
당국에게 신고하기

미국 우편 검사 서비스
1-800-372-8347
www.postalinspectors.uspis.gov

인터넷 사기 캠페인
미국 연방수사국의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
www.ic3.gov

추가 정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사무실
1-800-952-5225
oag.ca.gov/consumers

700 North 10th Street
Sacramento, CA 95811
1-800-LOTTERY (1-800-568-8379)
www.calottery.com

경고!

미리알고 대비하면 복권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요.

사기 vs. 진실
사기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먼저 소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당신 수표를 보내드립니다!”

진실

전자메일 사기

외국 복권사기

편지/ 팩스 사기

사기

전자메일 복권사기는 매우 정교하게 복권을
위조하여 이루어 집니다. 찾지 않은 상금을 받는
문제나 개인 정보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한 질문 또는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모든 내용의
전자메일을 삭제하십시오. 이런 전자메일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복권 관리국에 문의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십시요.
호기심에 답장을 보내는 순간 사기범의 집중
타깃이 됩니다. 이것은 다 사기입니다!

연방 법집행 기관에서는 미국으로 전송되고
있는 수백만의 외국 복권 우편물을 차단하고
파기시키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사기꾼들은
공격적이고 영리한 판매 기법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일생 동안 저축하신 돈을 이로 인해서 다 잃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 복권을 재생하는
것은 불법이라는것을 꼭 기억하십시요.

편지와 팩스를 기반으로 한 복권사기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종종 시도되고
있습니다. 복권 관리국의 명의로 우편 우송된 복권
관리국 수표는 귀하의 은행 구좌에 예금하지
마십시오. 복권 관리국의 명의로 보낸 편지에는
상금을 알려 동봉 된 수표를 예금하고, 귀하의
상금을 받으려면 일부 수수료를 보낸 사람에게
입금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현혹시킨 후,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수료를 입금 한 후 자신의
은행에서 “부도 된 수표에 관한 통지를 받고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합법적인 복권 관리국은 당첨금을 인출하는
조건으로 서류처리 비용 등 수수료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당첨금 수표를 대신 물어주시면 당신과 제
당첨금을 함께 공유 하겠습니다.”

진실

사기꾼은 당신의 돈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짜
또는 쓸모없는 티켓을 주고 달아납니다.

사기

“복권 관리국에 바로 전화합시다. 그들이
이 복권이 당첨된 복권 티켓이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진실

캘리포니아주 복권 관리국은 복권 당첨 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화받은 “복권
관리국” 사무실 대표도 이 사기의 일부 입니다.

전화 사기
전화 복권사기는 일부 주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의 변형은 수도 없이 많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상되는 우승자는
상금을 타기 전에 먼저 돈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에 당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사기
방법들을 알고 피해 방지 하기:

calottery.com/scams

웹사이트 사기
일부 범죄자들은 그들의 사기를 감추기 위하여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www.calottery.com 은 캘리포니아주 복권
관리국의 유일한 공식 웹사이트 입니다.
복권제품 구입을 위해 구독 하거나 개인 정보를
공개 하도록 요청 하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절대
복권 제품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많은
사기꾼들은 페이스 북을 사용하면서 잠재적인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유용한 팁들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메일이나 첨부파일과
편지는 열지 말고 삭제하거나 무시하시고 돈을
요구하는 단체의 전화는 무시하십시오. 특히,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에 대한 요청은 거부하십시오.
의심스러운 전자메일, 편지, 전화, 팩스 또는
웹사이트를 보고하거나 또는 복권 제품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
복권 관리국의 보안 및 법집행 부서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800-LOTTERY (1-800-568-8379).
소비자 사기피해인 경우, 캘리포이나주 검찰총장
산하의 공공 문의 봉사실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1-800-952-5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