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호 – 누구나 알아야 할
사항 책자에는 추가 정보와
조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자는 귀하의 신원이
도용되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 책자는
www.ag.gov.au/identitysecurity
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곳
신원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

www.ag.gov.au/identitysecurity

경제상의 신원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

www.moneysmart.gov.au

•

www.protectfinancialid.org.au

사이버 보안조치
•

www.staysmartonline.gov.au

•

www.cert.gov.au – 대규모 사업체용

•

www.cybersmart.gov.au – 어린이와 부모, 교사용

•

www.ag.gov.au/cybersecurity –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

•

www.icode.net.au - 인터넷산업협회 (Internet Industry
Association)가 마련한 사이버 보안조치에 대한 자발적인
업무규약

개인정보보호
•

www.oaic.gov.au

신용사기 및 사기
•

www.scamwatch.gov.au

신원보호
간단한 10대 요령

귀하의 신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택
융자금을 얻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귀하의 삶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범죄자가 귀하의 신원을 도용하였다면 귀하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가
더 어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비용은 그 후로도 몇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귀하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공과금
청구서등의 개인서류를 입수할 경우 귀하의
신원은 도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또한 귀하의 납세자번호 또는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귀하의 신원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귀하에 대한 소량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이들은 공공자료를 이용하여 귀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호주정부는 귀하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팸플릿을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자신의 신원이 도용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빠르고 간편한 요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나요?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므로, 신원 보호를 위한 아래의
10대 요령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6

개인서류는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
(여행중일 때와 개인서류를 처분해야 할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인편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기행위에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에 신중히 대처함.

2
우편함에 열쇠를 걸어두고, 이사할 경우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함.

7
요청하지 않은 새로운 신용카드가 배달될 경우,
또는 귀하가 구입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
명목으로 청구서가 올 경우 이를 조사함.

3
소셜미디어는 신중하게 사용하며 온라인에
올리는 개인정보의 양을 제한함.

8
이상한 은행 거래내역이나 없어진 우편물에
주의를 기울임.

4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에는 보안 소프트웨어와
튼튼한 비밀번호를 마련해 두고, 민감한 사안일
경우 공공 컴퓨터 사용을 피함.

9
신원도용의 피해자라면 즉시 경찰과 관련
기관에 신고함.

5
www.scamwatch.gov.au를 통해 흔히
있는 사기행위를 피하는 방법을 배움.

10
특히 귀하의 신원이 도용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귀하의 신용보고기관에 자신의
신용보고서 (무료)를 주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