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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2023년 1월 20일 

적정생활비 급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연락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앨버타주 정부는 표적 구제금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고령자 및 가정을 비롯하여 의심 
없는 앨버타주 주민으로부터 금전을 사취하려고 시도하는 문자 메시지에 관한 신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캠 문자 메시지의 한 예를 들면, 자동 은행 지급에 등록되는 링크를 
클릭하라고 합니다. 

앨버타주 정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요청하지 않은 전화를 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앨버타주 정부는 적정생활비 제도를 위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고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 정보 
또는 뱅킹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네이트 글러비시 기술혁신장관(Minister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1월 18일, 안전한 온라인 적정생활비 급여 신청 포털이 정부에 의해 출범되었습니다. 
가구소득이 $180,000 미만인 가정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월 $100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180,000 미만이고 앨버타주 고령자급여(Alberta Seniors 
Benefit)를 수급하지 않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은 등록 대리인 또는 앨버타주 지원센터(Alberta Supports 
Centre)를 통해 직접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장애인보장소득(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 AISH), 
소득지원(Income Support) 또는 앨버타주 고령자급여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발달장애인(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PDD)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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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사실 

• 앨버타주 주민은 동 포털에 로그인하여 적정생활비급여(Affordability 
Payments)를 신청하거나 자신의 현재 급여 지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불확실하거나 자신이 피싱 스캠의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온라인 또는 
전화 1-888-495-8501로 경찰 또는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에 신고하십시오. 

• 조언 모음, 신분 도용 및 소비자 관련 스캠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자료 웹사이트 
alberta.ca의 소비자 및 기업을 위한 조언 페이지에 조언 모음, 신분 도용 및 
소비자 관련 스캠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 적정생활비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인증 계정 지원 전화 1-844-643-2789로 전화하기 
o 적정생활비행동계획 안내 전화(Affordability Action Plan Information Line) 

1-844-644-9955로 전화하기 
o 등록 대리인 또는 앨버타주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50개 위치에서 

100여 개 언어로 무료 지원 받기 – Alberta Supports는 신청 기간 중에 
근무 시간을 월-금요일은 오후 4:30에서 오후 8시로,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연장함 

• 모든 온라인 계정이 그렇듯, 신청자는 강력한 암호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암호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신청 사이트에 강력한 암호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조언이 올려져 있습니다. 

• 방법을 설명하는 비디오 및 문답 등의 추가적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적정생활비 급여 신청하기 

멀티미디어 

• 스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ntifraudcentre-centreantifraude.ca%2Findex-eng.htm&data=05%7C01%7CBin.Wu%40gov.ab.ca%7C75ae53c03a5d447ae3b208dafb0c4a72%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983274582492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DHPXoGjNcsm6BWGB6YzYrE5tNP3vaWvnYPS9wbAzVk%3D&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ntifraudcentre-centreantifraude.ca%2Findex-eng.htm&data=05%7C01%7CBin.Wu%40gov.ab.ca%7C75ae53c03a5d447ae3b208dafb0c4a72%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983274582492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DHPXoGjNcsm6BWGB6YzYrE5tNP3vaWvnYPS9wbAzVk%3D&reserved=0
https://www.alberta.ca/consumer-business-tips.aspx#toc-4
https://www.alberta.ca/affordability-payments.aspx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xj-IRhkcU_0&data=05%7C01%7CBin.Wu%40gov.ab.ca%7C75ae53c03a5d447ae3b208dafb0c4a72%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983274582492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XZ%2FdpM08pE0SoSx9TUKnC7fyhoUruXanLIViK0xAto%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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