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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착취 라고도 알려져 있는 재정적 피해란, 누군가가 귀하의 
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구나 친척과 같이 귀하가 아는 사람이나 또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고 신호! 다음 사항은 
귀하가 피해를 당했다는 징후입니다:

•귀하의 신용 카드 청구서 내역서에 사용하지 않은 인출이나 청구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귀하가 작성 해놓은 유언장, 주택 융자금, 소유권 증서가     
   누군가의 의해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누군가가 귀하의 재산권한을 인계하지 않으면 요양원 
  (Nursing Home) 에 보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이런 사례가 익숙한가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부정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저지르거나 
그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재정적 피해구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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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잠재적 피해를 막으려면 다음 사항을 지키십시오:
•귀하가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라고 전화    상으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소셜 번호, 신용 카드 번호 등).
•“경품 당첨”,“대출”,“투자”등 사실이라기엔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량 구매나 투자를 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십시오. 
•귀하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가족들과 의논하기 전에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내역서, 은행 지출 내역서 그리고 재정 내역서 등을 처분할 때에는 

완전히 찢거나 파기 하십시오. 
•귀하의 개인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할 경우에는 먼저 고용인의 

신원 확인을 꼭 하십시오. 
•텔레마케팅 수신을 줄이려면 the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국립 소비자 

수신 거부 관리 단체) 888-382-1222 로 전화해 등록하십시요.  

피해나 방치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간단합니다. 
Adult Protective Service (APS, 성인보호서비스)와 
The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장기 
요양 서비스 민원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비상시에는 911
로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국립 노인학대 관련 센터) 
웹사이트,https://ncea.acl.gov/faq/
index.html를 방문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거나 신고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본인이 신뢰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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