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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은 자연재해, 경제 위기, 또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 
등에 관한 뉴스표제를 적극 활용합니다. 사기꾼들은 그런 혼란스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는, 그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민법 개정 가능성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관한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민자 지역사회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사기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로운 웹사이트 consumer.gov/immigranthelp 는, 이민자 지역사회가 그런 사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무료 교육 및 법률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포함된 자료들: 

• 공증 관련 사기

• 주택 융자금

• 부채 회수

• 직장 관련 사기 및 사업제공 기회

• 동호회 빙자 사기

• 교육

• 송금

• 재무

• 자동차 구매계약 및 보증

consumer.gov/immigranthelp 에 방문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만일 
어떠한 사기를 목격할 경우 ftc.gov/complaint 으로 신고하세요. 또한, 어떠한 사기든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적극 권유하세요.  

이같이 무료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연방통상위원회 웹사이트 bulkorder.ftc.gov  
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사기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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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mmers follow the headlines, whether they’re about a natural disaster, an economic 
downturn, or changes in laws affecting millions of people.  Scammers take advantage of 
confusion, convincing people that help is available – for a fee.

With the news about possible changes to the immigration landscape, there already are 
reports of scams against people who want to immigrate.  But that’s just one kind of scam 
communities of immigrants face every day.

A new toolkit, at consumer.gov/immigranthelp, has free educational and legal resources for 
you to use in helping immigrant communities avoid fraud.  Topics include:

•	 notario fraud
•	 mortgages
•	 debt collection
•	 job scams and business opportunities
•	 affinity fraud
•	 education
•	 money wiring
•	 finances
•	 auto contracts and warranties

Visit consumer.gov/immigranthelp to learn more.  And if you see scams, please report them 
to ftc.gov/complaint.  If someone tells you about a scam, also encourage that person to 
report. 

You can order many of these free resources from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t 
bulkorder.ftc.gov.

Protecting Immigrant 
Communities from Sc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