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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NSW 경찰의 범죄 예방 시리즈

전자적 통신이 발달하여 이제는 범죄자들이 범죄 대상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훔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사기 방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사기꾼들은 돈이나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기꾼들은 거래 은행이나 서비스 제공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하거나 스포츠 도박 또는 단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해외로부터 현금 자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종종 연애 및 데이트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여러 방법을 사용해 접근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들의 

주장이나 제의가 진실인 듯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기꾼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 보이는 경우. . . 

■■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돈을 보내거나 신용 카드 또는 온라인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 투자 또는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독립적인 금융 및/또는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절대로 서비스 또는 투자 상품을 판매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조언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방문 판매 또는 ‘기술직 노동자로 위장한 사기’ 

■■ 즉석에서 서명하거나 선지불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 돈을 지불하거나 계약에 동의하기 전에는 항상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해 보세요. 

■■ 일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기 전에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 관련 서류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 보세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개인 또는 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 사기꾼과 접촉했을 때에는 항상 거래은행, 금융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세요. 

■■ 어떤 이메일에 답하기 전, 그 이메일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이 제공하는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겉에 보이는 것으로 사물을 평가하지 마세요

■■ 진실인 듯하거나 실제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에 속지 마세요. 

■■ 의심스럽거나 요청하지 않았던 이메일(스팸)들을 열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 항상 ‘판매 권유 전화’를 경계하시고 실제 통화 상대자를 확인하세요. 

당신이 사이버 관련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즉시 다음 사이트에서 신고하세요. www.acorn.gov.au

범죄 예방과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police.nsw.gov.au

Crime Prevention Fact Sheet (Protect yourself from scammers)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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