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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감독원의 이동수과장”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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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지킴이 2015-1호

개 요

□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발견되어 휴대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Voice Phishing)

문자가

*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

◦ 금번 보이스피싱 유도문자는 과거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
인을 사칭한 그간의 문자메시지와 달리
◦ 해외접속 결제시도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되어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
,

‘

IP

’

**

* 최근 3일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금감원 운영)｣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39건을 기록(3.5일 41건, 3.6일 57건, 3.9일 141건)
**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정
(SMS 내용) 인터넷뱅킹 해외접속 결제시도 IP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로 추정되오니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진행하오니
본인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SMS 내용)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이동수과장입니다. 본인 앞으로
해킹유출 연락드렸으나 부재중으로 연결 안됩니다. 빠른 보안강화하세요.
직통전화번호 070-8074-7597. 070-8074-7598.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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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기범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이용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사칭
하였으며
◦ 해킹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인 것이 특징임
□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에 동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 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등금융사기의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위하여
서민금융 지킴이 호 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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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당부사항

금융감독원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되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
,

100%

(☞ 대처방법) 사기범들은 대포폰 등 범죄목적으로 개통된 또 다른 전화번호로
유사한 내용의 사기전화를 발신할 가능성이 높음
→ 스팸차단, 공공기관 사칭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요청 등을 담당하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신고전화 118)으로 신고할 것
* 3.10일 현재까지 알려진 전화번호(070-8074-7597, 070-8074-7598)는
경찰청(신고전화 112)으로 신고 완료되었음

문자메시지상 출처가 불분명한 수신 전화번호 각별히 주의
◦ 공공기관을 사칭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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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메시지 -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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