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를 피하는 방법 
아래에 나열한 사기의 일반적인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네 가지 징후 

1. 사기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합니다. 

사기꾼은 대개 정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사회보장국(SSA), 국세청(IRS) 또는 메디케어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식적인 기관처럼 들리는 기관의 이름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알만한 사업체 예를 들어 전기 또는 수도 공급 회사, 기술 

기업 또는 기부를 요청하기 위해 자선 단체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사기꾼은 발신자 정보에 나타나는 전화번호를 바꾸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이름과 번호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2. 사기꾼은 보통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빚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응급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기꾼은 여러분의 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또는 베팅에 이겨서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기꾼은 여러분이 즉시 행동하도록 압박합니다. 

사기꾼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갖기 전에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이 

사기꾼의 전화를 받았다면, 자신들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체포 또는 고소한다거나 운전면허증, 영업 허가증을 

뺏어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추방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ftc.gov/blog/2018/12/what-social-security-scam-sounds
https://www.consumer.ftc.gov/blog/2015/03/its-irs-callingor-it
https://www.consumer.ftc.gov/blog/2019/03/protect-yourself-against-medicare-scams
https://www.consumer.ftc.gov/blog/2018/09/empower-yourself-against-utility-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how-spot-avoid-and-report-tech-support-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how-spot-avoid-and-report-tech-support-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074-giving-charity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048-government-imposter-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258-fake-and-abusive-debt-collector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204-family-emergency-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204-family-emergency-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how-spot-avoid-and-report-tech-support-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how-recognize-and-avoid-phishing-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086-international-lottery-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199-prize-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208-phone-scams


 

 

4. 사기꾼은 특정한 방식으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은 보통 송금 회사를 통해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또는 기프트 카드에 돈을 

넣어서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위조 수표로 판명될) 수표를 보내고 이를 입금한 후 

자신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를 차단합니다. 원치 않는 전화를 차단하고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십시오. 합법적인 

기관은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여러분의 사회 보장 번호, 계좌 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래하는 어떤 회사에게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설사 진짜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있는 어떠한 링크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이용해 그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또는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제공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발신자 정보에 나와 있는 번호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즉시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합법적인 사업체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돈을 내도록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상대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기꾼의 금전 요구 수법을 숙지하십시오. 기프트 카드 또는 송금 회사를 통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수표를 

예입하고 다시 그 돈을 누군가에게 송금하라는 요청에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면 당장 멈추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친구, 가족 또는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기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거래기구(FTC)에 사기를 신고하십시오.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목격한 경우 공정거래기구(FTC)에 사기를 

신고하십시오.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090-using-money-transfer-service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paying-scammers-gift-card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how-spot-avoid-and-report-fake-check-scam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how-block-unwanted-calls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how-recognize-and-report-spam-text-messages#what_to_do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how-recognize-and-report-spam-text-messages#what_to_do
https://reportfraud.ftc.gov/#/
https://reportfraud.f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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