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사국
(BUREAU
OF FRAUD
INVESTIGATION)

사기 행위 신고 연락처:
(718) 722-8001

공공 지원 사기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특히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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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조금 사기는
귀하의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지 마십시오.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잘못
표시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는 행위는 사기입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결과:
•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 부정하게 취득한 자금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 현금 보조금,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Medicaid
혜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혜택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 행위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낭비하며, 현금 보조금(Cash Assistance), Medicaid,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혜택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사기 행위는 모든 프로그램과
월간 보조금을 축소시킵니다.

의심되는 사기 행위를 신고하십시오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함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을
남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BFI에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BFI 사기 행위 핫라인: (718) 722-8001
홈페이지: www.nyc.gov/hra
또는 우편 발송:
BFI Complaint Unit
375 Pearl Street, 23rd Floor
New York, NY 10038
신고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신고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사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직업. 회계 기록이 있거나
없는 경우 포함

재향군인 급부금

주소 변경

사회 보장 보조금 또는
연금

가족이나 가구의
구성원의 변경 사항

생명 보험

자녀 양육비

자동차 소유권

산업재해보상, 장애
수당 또는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당좌/저축 계좌

실업 보험 혜택

부동산 소유권
기타 수령하는 자금

신청서를 완전하고 솔직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공공
지원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조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현금
보조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당국은
현금 보조금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CHANGE OF ADDRES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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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AN’S
BENEFITS

BFI의 사기 예방 조치
사기 조사국은 참여자와 기타 개인의 현금 보조금,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Medicaid 사기 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를 합니다. 매년 수천 건의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FI는 일반인, 다양한 법률 집행기관, 기타 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수입, 생활 계획, 주소, 재산 또는 필요 사항의
변화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 센터,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센터 또는 Medicaid 사무소에 즉시
변경 사항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 및/또는 재산 신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