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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와 사랑하는 

분들을 지키십시오 

친애하는 뉴욕 주민 여러분,

사기꾼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그룹

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기들

이 노인을 노립니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만적인 사기 중 하나는 조부모 사기입니다.

이 사기는 연로한 친척들의 친절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띱니다. 사기꾼들은 긴급 상황에서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는 가족인 척 가장합니다. 사기꾼

들은 피해자의 관대함을 이용해 힘들게 번 돈을 

속여서 뺏는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조부모 사기

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본인 스스로와 조부모

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본인 스스로와 조부모님이 사기꾼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치안 당국 및 저희 사무소에 

신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레티샤 제임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포 대신 교통 사고, 마약 체포 또는 응급 상황을 핑계로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 사항”은 
동일합니다. 돈을 송금하고, 질문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 사기꾼은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여 실제 이름, 실제 
관심사, 실제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또는 귀하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갑작스럽게 깨어나 혼란스러운 와중에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 무엇보다도, 그들은 조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서 범죄를 신고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조부모는 $1,000, $5,000, 심지어 $10,000를 다른 주나 다른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송금하는 것은 그들에게 현금 
다발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되찾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조부모에게서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귀하의 신분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밤중에 조부모가 전화를 
받습니다.

범죄는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현지 법 집행기관과 법무장관실에 전화하십시오. 조부모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하면 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그들이 이용한 송금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기를 조장하는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캐나다로 돈을 송금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핫라인으로 캐나다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이야기는 바뀌지만 요구 사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양을 제한하십시오. 

• 귀하가 실제로 알고있는 사람들만 “친구”로 삼으십시오. 

• 휴대폰과 온라인 계정에서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십
시오. 

• 친구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사기를 신고하고 싶으십
니까?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문의하십시오 

• 이 내용을 조부모와 공유하십시오. 이 사기가 
일반적이며 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그들이 물을 수 있는 
코드 질문이 있습니다. 

• 그들에게 귀하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다른 가족 
구성원과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 이와 같은 전화를 받으면 경찰이나 법무장관실에 
전화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십시오 

숙면 중에 깜짝 놀란 조부모는 실제로 이름을 알
려줄 것입니다.

“할머니, 난데… 엄
마한테 말하지 말
아 줘…”

“마이크, 너니?”

“콘서트를 보려고 캐
나다에 갔는데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어
요. 보석금이 필요해
요. 엄마한테는 말하
지 마세요.”

하지만 사기꾼들이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확인
하고 친척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정보로 무장하
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