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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대한대응

팬데믹관련사기분별법

사기꾼들은 항상 빠르고 부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COVID-19과 같은
위기는 신뢰하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본 간행물은 전염병과 관련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사기를 소개하고, 사기를 발견,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행성전염병관련사기
매년 사기 사례가 이미 증가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사기꾼에게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https://
www.aarp.org/money/scams-fraud/info-2021/ftc-fraud-report-identity-
theft-pandemic.html). 그 기회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재정지원:전염병 관련 실업 및 저 취업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 사기꾼은 도움이나 지원을 가정하여
피해자의 돈이나 개인 정보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착취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기꾼들은 모기지 구제를 빌미 삼아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담보 대출을 갚겠다는 (그리고
압류를 피할 것을 약속) "도움"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은 사기꾼으로부터 집을 임대 또는 결국
다시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기꾼은 차압 절차로 인해 퇴거 될 때까지 주택
담보 대출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료를 챙깁니다.

COVID 예방및치료:바이러스 치료에 직관 되는 사기
종류는 가짜 N95 마스크, COVID-19 테스트 위조
또는 존재하지 않는 테스트 판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 (COVID-19으로 인한 폐 손상을
역으로 돌려준다는 줄기 세포 "젤리" 주사를
포함), 가짜 예방 접종 대기 목록이 있습니다.

고용:이번 전염병은 사기꾼들에게 재택 근무를
이용한 사기에 대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실업자/일이 모자란 사람들,
새로운 근무 환경, 그리고 왜 고용주가 지원자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는
완벽한 이유 (격리). 쉬운 일과 높은 수입을
약속하는 이러한 사기들은 종종 구직자에게 "훈련"
또는 기타 신규 고용 비용으로 수백 또는 수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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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돈을 요구합니다. 일부는 범죄자의 “수입”을
세탁하고 법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로부터 훔친 자금으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합니다.

전자상거래:격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을 만들기 위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상황은 사기꾼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구매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장난감, 자동차,
심지어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패키지 배송 또는
보류중인 환불과 관련된 가짜 문자, 이메일 및 전화
통화를 통해 사기꾼이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쇼핑객의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훔치고, 훔친
정보를 사용하여 무단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Poshmark, OfferUp 및 Craigslist와 같은 P2P
(peer-to-peer 소비자 직구 판매 사이트)를 통해
수행된 가짜 수표 사기로 인해 판매자는 돈을 잃고,
경우에 따라 판매하던 항목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사기꾼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염병을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사기꾼은 사람들이 혼란,
희망 또는 절망에서 경계를 늦추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좋아합니다.

사기발견하기
사기 징후를 알아 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기가 이러한 경고
신호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가지의
징후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사기 방법은 이번
팬데믹이 지난 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상치못한연락:사기꾼은 사기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업체, 정부 기관, 법 집행관, 소매
업체, 장래 고용주 등으로부터의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방문은 사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유출 되거나 데이터 유출을
통해 획득 되었을 수 있습니다.

금전또는개인정보요청:대부분 사기의 목적은
금전이나 민감한 정보를 착취 하고자 합니다. 만약
예상하지 않았던 금전이나 민감한 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십시오. 사기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노골적으로 요구 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거래에 자신의 요청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긴박감:급하게 (당신의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중대한 결정) 요구하는 것은 종종

요청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정보통을 확인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자 하는 사기의 징후입니다.

위협또는유혹적인제안:사기꾼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반적인 예로
두려움 (체포 위협, 추방 위협, 계정 접근 권한 상실
등) 또는 희망 (편안한 돈, 로맨스에 대한 약속, 금융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매진 장난감, 초기 백신 등)이
있습니다.

특정지불방법에대한요구:사기꾼은 당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경찰이 그들을 추적 할 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송금, 피어-투–피어(peer-to-peer) 지불
애플리케이션, 선불 카드 번호, 선물 카드, 암호
화폐 (비트 코인과 같은) 과 같은 복구가 불가능한
지불 방법을 선호합니다. 또한 사기꾼은 가짜 개인
체크나 도난 된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당신에게
돈을 보내고, 초과 지불과 같은 이유를 들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비전문가로부터의연락:유명한 사업체나 기관에서
보내온 메시지 중 오타가 있거나 대문자의 오사용,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듯한 잘못된 문법이 많은
메시지들은 거의 항상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웹 사이트 주소(URL)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만약 연락처가 그 업체나 기관의
합법적인 웹사이트 혹은 계정 약관에 나와있는
정보와 다르다면, 이는 사기의 증조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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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피싱” 사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Phishing.org [https://www.phishing.org/],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이지만 개인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기방지
다음은 사기 시도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경계하십시오.모르는 사람이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매우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신용 카드 발급 기관,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 유통 업체, "기술 지원,"
메디 케어,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이민
서비스 및 기타 정부 기관들은 결코 비밀번호, 계좌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들을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 문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변경 이메일을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 및 문자, 협박 시도 및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용을 지불 해야한다는
주장 (예를 들어 귀하의 신원이 돈 세탁이나 마약
거래에 사용 되었다는)은 사기입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천문학적인 금액의 청구서를 보내 첨부
파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컴퓨터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사기입니다.
발신자가 합법적으로 보인다 해도, 이는 기술을
이용해 발신자 ID를 숨기거나 발신자를 조작하여
수신자가 신뢰할 만한 발신자 이름, URL 혹은
웹사이트로 나타나도록 하게 조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How-To Geek는 이메일의 "헤더" 를
조사하여 실제 발신자를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https://www.howtogeek.com/121532/htg-explains-how-scammers-
forge-email-addresses-and-how-you-can-tell/]. Techwalla 는
가짜 URL을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https://
www.techwalla.com/articles/how-to-recognize-a-fake-url].) 만약
이러한 이메일들이 합법적이라 생각되어 통신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발신자에게 전화, 이메일 혹은 웹
사이트를 이용 연락).

차근히두번째의견을구하세요.사기꾼의 성공의
대부분은 사기꾼이 의도적으로 긴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성급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긴박감이 클수록 사기에 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의 돈, 계좌 정보, 또는
컴퓨터 접근에 관련된 불확실한 요청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잘 아는 친구 혹은 가족, 변호사, 또는
금융계, 신용카드, 대출 기관 정부 기관 직원(CFPB,
FTC 등), 또는 비영리 소비자 보호 조직.

무료서비스에돈은지불하지마세요.때때로 인생에
무료인 것들도 있습니다 - COVID 백신, 모기지
구제 및 채권자 및 서비스 제공 업체의 기타 지원,
보조금 및 장학금, 합법적인 고용주와의 합법적인
직업, 상금 또는 상속, 선불 수수료 (또는
"세금"등) 를 내야한다면, 사기를 의심하십시오. 이
FTC 웹 페이지는 지불 방법에 따라 사기꾼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 취해야 할 다음 단계를
알려줍니다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what-do-if-
you-were-scammed). (대부분의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빨리 행동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잠재적손실을제한하십시오.무언가를 지불 할 때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신용 카드는 연방법에
따라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와 승인되지 않은 청구의 경우 귀하의 책임을
$50 한도로 하며, 지불을 추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기 행위의 징후가 있는지 온라인으로 금융 계정
활동을 자주 확인하십시오. 승인되지 않은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은행 또는 카드 발급 사에 알립니다.

인터넷을사용하세요.인터넷은 개인과 사업체의
사실과 이야기를 확인, 평가 및 리뷰 확인, 가격
비교, 그리고 사기 대응에 대한 팁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가
간주되는 내용을 온라인 검색을 수행하면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널리 퍼진 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 된 이미지 검색 (https://
www.cnet.com/how-to/google-reverse-image-search-for-your-phone-or-
browser-how-to-do-it-and-why/)은 판매용 강아지의 사진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찍은 것인지, 혹은 최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이미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지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CAM GRAM (https://www.consumer-ac‐
tion.org/news/scam-gram) 뉴스레터를 등록하거나,
웹사이트 (https://fraud.org/)를 방문, 혹은 사기 관련
뉴스를 구독 (https://www.consumer.ftc.gov/features/scam-alerts)
하는 것은 사기를 구별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기신고
사기를 신고 하면 가해자를 막고 다른 소비자가
사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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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수머 액션은 교육과 옹호를 통해 전국의
사회적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성과 재정적 번영을 장려하는 강력한
소비자 권리와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조언및지원:소비자 불만은 https://
complaints.consumer-action.org/forms/english-form/
complaint_form/ 에서 제출하거나 415-777-9635로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은 중국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전화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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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의

COVID-19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지문에 대한 후원은 Wells Fargo

에서 지원되었다.

• 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사기
신고를 수집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Report-
Fraud.ftc.gov (https://reportfraud.ftc.gov)
에서 온라인으로 사기를 신고 하십시오.
USAGov의 "사기 및 사기 신고" 웹 페이지 (https://
www.usa.gov/stop-scams-frauds)에서 특정 유형의 사기를
신고 할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사기 시도에 대해 주 소비자 보호 사무소에
알리십시오 (https://www.usa.gov/state-consumer).

• National Consumer League의 Fraud.org (https://
secure.nclforms.org/nficweb/OnlineComplaintForm.aspx) 에 모든
유형의 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유행병 관련 계획을 알리는 것 외에도
미국 보건 복지부는 소비자를 장려합니다(https://
oig.hhs.gov/fraud/consumer-alerts/fraud-alert-covid-19-scams/).
COVID-19 의료 사기는 온라인 (https://oig.hhs.gov/fraud/
report-fraud/) 또는 전화 (800-HHS-TIPS [447-
8477])로 신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업체는 BBB Scam Tracker를
이용하여 Better Business Bureau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https://www.bbb.org/scamtracker/re‐
portscam).

•가짜 웹 사이트, 이메일, 악성 코드를
비롯한 인터넷 범죄 신고는 Internet Crime Com-
plaint Center (IC3) (https://www.ic3.gov/)에
신고하십시오.

•미국 외에서 발생하는 국제 사기는
econsumer.gov (https://www.econsumer.gov/FileACom‐
plaint#crnt)에 신고 합니다.

소비자를위한안내
사기금지: 거짓말, 속임수및사기꾼으로부터자신을
보호하기위한가이드 (https://www.consumer-action.org/modules/
articles/scams_guide)

일반적인사기: 사기인식및방지 (https://www.consumer-ac‐
tion.org/modules/articles/common_scams)

사기금지 (빠른팁): (https://www.consumer-action.org/modules/
articles/scams_tip_sheet)

COVID-19 대처: 전염병관련 ID 도용및계정사기방지.
다음 웹 페이지는 일부 전염병 관련 사기 및 개인
정보 보호 법을 소개하고, 사기나 ID 도용을
감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취해야 할 행동들을 단계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action.org/korean/articles/id_account_
theft_covid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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