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scam alert for the Korean community 

한인 커뮤니티 사기 주의보 

Kati Daffan 마케팅 실무부 부국장 작성 

한 사기 형태가 현재 한인 커뮤니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기는 여러분 주변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가볍게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기꾼은 결코 한 사람(또는 한 

커뮤니티)만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 주의보를 읽은 후 사기꾼을 목격하면 신고하여 소중한 

사람이 금전적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인 커뮤니티 동료에 의하면, 미국인인 '변호사'가 한국에 있는 범행 대상('댄'으로 명칭)에게 

거액의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호사’는 자신이 캄보디아 

왕을 돕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더 킹(추정)이 미국 은행 계좌에 예치한 120 만 달러의 

비자금을 현재 미국 정부가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더 킹(추정)은 해당 자금을 한국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역시 추정) 송금하기 위해 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이 이야기에 

신빙성을 심어 주기 위해 많은 '정부' 문서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곤란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댄은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요. 

그러나 사실 모두가 사기입니다. 비자금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 또한 위조된 

것입니다. 귀하께 또는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송금할 때, 갑자기 연락하여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불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댄'은 2 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로 전신 송금했고, 변호사는 이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귀하께서 한 번 사기를 당한 후에는, 이들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시도 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변호사가 실제로 '댄'을 돕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 지급을 중단하고 (2) 신고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속한 한인 커뮤니티 및 다른 곳에 이 사기 수법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 연락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 어떤 나라의 어떤 공무원도 귀하께 송금할 실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기꾼입니다. 

 

• 누군가 전신 송금, 기프트카드, 암호 화폐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사기꾼입니다. 

다음 연방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기 행위를 보고하십시오: ReportFraud.ftc.gov.  귀하의 신고가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귀하의 경험을 FTC 및 커뮤니티 내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사기꾼의 

사기 행위를 막고,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http://www.reportfraud.ft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