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신원 
보호하기

세 곳의 신용조회 회사(credit 
bureaus) 연락처는요?
TransUnion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 소비자 동결”을 
요청하는 서신을 아래 주소로 작성하여 보냅니다.

TransUnion Protected 
Consumer Freeze
P.O. Box 380
Woodlyn, PA 19094

Equifax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 동결 신청”을 
소개글과 함께 제출합니다. 팩스 번호: 678-795-
7092 및 또는 우편 주소:

Equifax Security Freeze 
P.O. Box 105139
Atlanta, GA 30348
처리에 1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시일이 경과한 후 
888-202-4025로 연락하여 중단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perian
“미성년 소비자 동결 양식”과 소개글을 다음 
주소로 제출합니다
Experian
Security Freeze
P.O. Box 9554 
Allen, TX 75013
또는 야간은 다음 주소로 제출바랍니다.
Experian
Security Freeze
701 Experian Parkway
Allen, TX 75013

우리 아이의 신원이 도용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신원 도용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로 비승인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비승인 신용 거래를 하거나, 서비스 또는 

혜택을 받거나, 돈을 빌릴 때 발생합니다.  

자녀의 신원이 도용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3단계를 따르십시오.

1단계: 즉시 신원 도용 신고서를 연방 
정부에 www.identitytheft.gov 에서 
제출하고 3 곳의 신용조회 회사에 사실을 
알립니다.
• TransUnion 1-800-680-7289
• Equifax 1-888-202-4025
• Experian 1-800-493-1058

2단계: 자녀에 대한 신용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각 신용조회 회사에서 도용으로 
발생한 모든 신용 문제를 알아냅니다.

3단계: 무료 신용 보고 중단을 자녀의 
신용 조회에 대해 각 신용조회 회사에서 
설정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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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697-1220
https://dos.ny.gov/consumer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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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소비자를 옹호하고 힘을 실어드립니다

뉴욕 국무부 산하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


어린이 신원은 도난이 일어나도 수년 동안 
들키지 않고 있을 수 있어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됩니다.

경고 신호

• 자녀에게 오는 전화 또는 의심스러운 
우편물

• 자녀 이름으로 된 기존 신용 평가 보고 
또는 사기성 계좌

• 다음과 같은 정부에서 발행한 수상한 
고지나 요청:

• 소득세 

• 고용 확인서

• 혜택 거부
 

예방 단계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어린이의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십시오.

•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는 버리기 전 
파쇄하십시오.

• 출생 증서, 사회 보장 
카드 및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가족의 웹사이트 사용 내역을 검토하고 개인 식별 정보 제출이 있는지 주의 깊이 
관찰하십시오.

• 어린이의 계좌에 무료 신용 보고 중단을 설정하십시오. 
신용 보고 중단은 어린이의 이름으로 신용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신용조회 회사가 어린이의 신용 보고를 
제삼자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 신원 보호하기

신용조회 회사의 신용 보고 중단 절차

필요한 문서와 소개글을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십시오 TransUnion Equifax Experian

어린이 이름 X X X

어린이의 생년월일 X X X

신청자 이름 X X X

어린이와의 관계 X X X

어린이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 X X

어린이의 사회보장번호 X

어린이의 주소 X X X

신청자 서명 X X X

포함해야 하는 문서 사본 TransUnion Equifax Experian

어린이의 사회보장 카드 X X X

신청자의 사회보장 카드 X X X

어린이의 출생 증서 또는 권한 증명 (법원 명령, 위임장, 또는  
어린이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는 서면 공증 진술 X X X

신청자의 연방/주 정부 발행 신분증 X X X

신청자의 공과금, 보험 또는 은행 내역서 X

추가 지침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뉴욕 소비자 보호국, 소비자 지원 유닛에 1-800-697-1220 또는 
https://dos.ny.gov/consumerprotection/ 로 연락바랍니다.

뉴욕 소비자 보호국 신원 도용 및 완화 프로그램 제작

최신 스캠 및 리콜 알림을 소비자 보호국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nysconsumer            https://twitter.com/NYSConsumer

자녀의 
사회보장번호가 
왜 필요합니까?

https://www.facebook.com/nysconsumer 
https://twitter.com/NYSConsu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