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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www.publichealth.lacounty.gov/hccp/ 

1. 의료 사기가 무엇 인가요?
일부 건강 제품 또는 서비스는 사기입니다. 이런 의료 사기는 귀하의 질병을 

예방, 치료 및 치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효능이 없습니다. 

일부 의료 사기는 돈을 낭비하는 것 이상의 해를 끼칩니다.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자연적" 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방 

약 및 스테로이드와 같은 금지 약물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의료 사기의 다른 유형은 귀하의 건강 및 금융 정보가 도난당 한 경우입니다. 

사기범은 귀하의 메디칼, 메디케어, 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 귀하의 명의로 의료 서비스 및 처방 약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의료 사기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다음과 같은 라벨 및 광고에 주의하십시오:

• 만병통치약 이라고 주장하는 제품

• 개인의 경험: "이 약으로 저의 당뇨병을 치료했습니다"

• 빠른 효과: "30일 동안 30파운드를 뺐습니다"

• 기적의 치료법: "저의 암이 치유가 됐습니다"

• 비밀 성분: "의사들이 귀하께서 이 약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새로운 발견: "과학적 돌파구"

귀하의 의료와 재정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1-877-322-8228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www.ftc.gov에

방문하시면 일 년에 한 번씩 귀하의 신용정보 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건강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가 귀하의 명의로 지불한 보험

혜택 목록을 보십시오. 

o 귀하의 건강 보험 회사가 보내는 혜택 설명문 (Explanation of

Benefits, EOBs)을 확인하십시오. 무언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귀하의 건강 보험 회사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3. 제가 의료 사기 피해자라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부서의 전화번호인 1-800-593-8222에 연락하십시오. 이 부서는

귀하가 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능하면 귀하께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의료 사기

중요한 요점들 

• 의료 사기에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 신분 도용 및 사기로 부터

보호 하십시오.

• 의료 사기에 피해를 보셨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 소비자 보호 부서 

Publichealth.lacounty.gov/hccp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부서 

1-800-593-8222

dcba.lacounty.gov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hccp/
http://publichealth.lacounty.gov/hccp/
http://dcba.lacounty.gov/

	1. 의료 사기가 무엇 인가요?
	2. 의료 사기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다음과 같은 라벨 및 광고에 주의하십시오:
	귀하의 의료와 재정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3. 제가 의료 사기 피해자라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