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간의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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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세금 환급 신청 접수가 며칠만 남은 상황에서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는
사기꾼들에 의해 속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올해 이 시점에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

가짜 세금 부채에 대해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함

•

당신의 개인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하도록 함.

사기꾼이 귀하의 온라인 신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으로 가장하여 아래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이름으로 대출

•

가짜 세금 환급 신청 또는 BAS 내역서를 접수

•

정부 수당 청구 또는

•

당신의 연금 (수퍼) 이용.

사기를 적발하는 방법
세금 사기는 포착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고 신호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예상치 않은 이메일, 소셜 미디어 또는 문자 메시지에서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거나
신원 증빙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

•

신청 절차의 일부라고 하면서 TFN 을 요청하는 채용 광고

•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온라인 광고.

또한 사기꾼이 연락을 취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흔치 않은 방법으로 즉시 지불 요구 (상품권 등)

•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 될 것이라고 함

•

가학적이거나 위협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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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
개인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신뢰하는 사람들과만 공유하십시오. 아래 정보를 공유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

성명

•

출생일

•

현 주소

•

세금 파일 번호 (TFN)

•

은행 정보

•

신용 카드 정보

•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정보

•

MyGOV 로그인 정보

•

암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조치 사항
아래는 사기꾼이 연락했다고 생각될 때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

의심스러운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삭제

•

전화를 건 사람이 ATO 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귀하를 위협할 경우 전화를 끊기

•

개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기.

•

이메일이나 텍스트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기. 항상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기.

•

사기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으면 신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ATO 에
1800 008 540 으로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세금 환급 신청을 언제 접수해야 합니까?
귀하가 자신의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10 월 31 일까지 접수시켜야 합니다. 등록된
세무사가 귀하를 지원할 경우 10 월 31 일 이전에 해당 세무사와 협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자신과 가족을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TO 웹 사이트
ato.gov.au/scams (영문)를 방문하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그 외 참조:
•

신상 범죄: ato.gov.au/IdentityKOR

•

사기 검증 또는 신고: ato.gov.au/ScamsKOR

면책 조항: 이 정보는 일반적인 요약일 뿐이며 2020년 10월 15일에 정확한 정보입니다.
귀하는 원하는 대로 이 자료를 복사, 각색, 수정, 전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ATO 또는 연방 정부가 귀하 또는 귀하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는 불가).

•

사기일까요? 쉽게 설명: ato.gov.au/EasyRead (영문).

중요: 귀하의 세금 환급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부과하는 일부 사람들이 사기를 범하고
있을 수도있습니다. 등록된 세무사만이 귀하의 세금 환급 신청서 제출을 위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tpb.gov.au (영문)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정보는 일반적인 요약일 뿐이며 2020년 10월 15일에 정확한 정보입니다.
귀하는 원하는 대로 이 자료를 복사, 각색, 수정, 전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ATO 또는 연방 정부가 귀하 또는 귀하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는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