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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5. 18.(목) 조간 배포 2017. 5. 17.(수)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3145-8521), 권순표 수석조사역(3145-8526)

제 목 :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 대출금은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 상환하세요!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 ]

1  현황

□ ’16년 보이스피싱 피해액(1,919억원)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22%)하였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 추세

* 대출빙자형 피해액(전체 피해액 대비 비중) : ’15년 1,045억원(42.7%) → ’16년 1,340억원(69.8%)

◦ 특히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

* ’17.3월 대출빙자형피해액(149억원)중 대포통장계좌로대출금을상환한피해액은 69%(102억원)

<‘16년 ~ ’17.3월 중 월별 대출빙자형 피해금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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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피해사례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

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

◦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사례>

☞ ‘그놈 목소리’ 바로 듣기 (클릭)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

◦ 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사례>

☞ '그놈 목소리‘ 바로 듣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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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금 상환방법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가. 대출금 상환방법

□ 대출금을 상환하는 주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이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

①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서 상환처리를 의뢰

②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 가상계좌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금융회사)이 자금의 입금과 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확인번호

  ③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 (예시) 예금주: ××캐피탈, 계좌번호: ㅁㅁ은행 000000-00-000000

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사기범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직원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라고 기망

하며 기존 대출금을 동 계좌로 상환할 것을 유도하나,

◦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음

□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며, 아울러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

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 “114”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회사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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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제도개선 방안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 대출승인․만기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고금리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저축은행․농수협조합․신협․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시행

-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하도록 지도

※ 안내 문자메시지 예시 :

    대출금 상환은 고객님 명의 계좌나 당행(사)의 대출금 상환 전용계좌
(계좌번호 OO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OOO>)로만 가능합니다. 
이와 다른 계좌로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담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사전문진제도는 기 시행 중(‘16.11월)

<붙임>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전 문진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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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전 문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