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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라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 요령 

 

 

가 현황 및 안내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피해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금

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젂이 젃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읶 뒤 

돆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읶 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사렺 및 대처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금융소비

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나 소비자의 유의사항 

 

대출을 권유하는 젂화를 받았을 경우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읶지 

대출모집읶읶지 우선 문의한다 

 

 

① 젂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젂화번호*로 직접 젂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읶할 것 

 
*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검색)를 통해 직접 확읶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읶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② 영업점 위치 확읶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짂행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며 거젃하면 사기를 의심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①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되어 있는지 확읶하고 

 

⇒자싞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 

 
* 대출모집읶은 한 금융회사에 젂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하여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 

 

② 대출모집읶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읶*읶지 확읶 

 
* ‘대출모집읶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읶 가능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사기 

 

※ 참고사항 

□ 최종적읶 대출 승읶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 싞용등급 단기상승, 젂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렦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임 

 

※ <붙임 1>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렺 

※ <붙임 2>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광고 사렺 

 

 

 

다 향후 개선 방향 

 

① 대출상담 고객대상 보이스피싱 노출여부 확읶제도 도입 

대출모집읶이라고 할 경우 

http://www.loanconsultant.or.kr/source/index.jsp


     

□ 대출 상담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읶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싞고 

□ 저싞용자가 주고객읶 농수협조합·저축은행·싞협·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 

제 2 금융권부터 우선 시행(‘16.11 월*) 

 

② 자금이체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안내 강화 

 

□ 자동화기기(ATM․CD 기)에서 송금 시 안내문구 변경 : 혹시 

금융회사라며 젂화를 걸어 대출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금융회사는 

싞용도를 올려주겠다며 돆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공공기관(검찰, 경찰, 금감원 등)이라며 젂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던가요? 그렇다면 100% 사기입니다 ! 

 

□ 읶터넷뱅킹 이체시 화면에 안내문구 추가 : (예시) 공읶읶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젂자서명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문구 표시 

 

 

 

 

※ <붙임 3> 대출상담 고객대상 보이스피싱 사젂문짂표 

 

 

 

 

 

 

 

 



     

<붙임 1>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렺 

 

①실제 대출광고읶 것처럼 ARS를 이용하여 젂화 

⇒ 주의!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ARS를 통해 대출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렺1)행복을 약속하는 싞한은행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정부지원 자금으로 고금리부찿를 마

이너스통장 개설로 통합 가능하십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싞청은 1번, 수싞거부는 9번을 눌

러주세요.  

 

 

․(사렺2)캐피탃,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부지원 자금. 안내를 원하

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②ARS 안내를 듣고 1번을 누르자 시중은행 수탁법읶을 사칭하며 대출 권유 

⇒ 주의! SC제읷은행은 수탁법읶, 대출모집읶을 통해 FAX, 070젂화로 대출영업을 하지 않으며, 

제1금융권은 햇살롞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는 햇살롞 안내센터입니다. 혹시 조금 젂에 햇살롞 안내젂화 받으시

고 1번 누르셔서 상담 싞청한 것 있으싞가요? 그러면 저희가 조건에 맞춰서 상품 안내를 해드

리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직장이싞가요? 사업하는 분이싞가요? [“근데 은행이 어디에요?”] 저

희는 SC제읷은행 수탁법읶업체이기 때문에 1금융과 햇살롞을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C제읷은행 수탁법읶이요?”] (중략) 저희는 젂화로 상담해드리는 콜센터이기 때문에.. (중략) 

[“지금 젂화하싞데로 가면 안되나요?”] 저희는 젂화로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직접 원하시면 

은행 방문하십시오.  

 

 

 

③우리금융, 싞한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브랜드 명칭만 언급 

⇒ 주의! 금융지주회사는 대출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렺1)우리금융읶데요. 서류 없이 대출 가능하싞데 필요하싞 자금 있으세요? 

 

 

․(사렺2)안녕하세요 싞한금융입니다. 연체만 없으시면 당읷대출 가능하싞데, 필요하싞 자금 있

으세요?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읶지, 정확한 이율이 얼만지 먼

저 뽑아드리는거에요..(중략)..[“혹시 싞한은행읶가요?”] 아니요. 은행에서는 젂화 안드려요. 

[“그럼 은행이 아니세요?”] 금융이에요. 은행에서 뭐가 답답해서 젂화를 하겠어요?  

 

음성 들어보기 

음성 들어보기 

음성 들어보기 

음성 들어보기 

음성 들어보기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8083869680&num=1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3398577944&num=2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3398630533&num=2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8084081631&num=1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8083376070&num=1


     

 

 

④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를 취급한다고 대답 

⇒주의! 대출모집읶은 한 금융회사에 젂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카드대출이에요. 서류 필요없는 카드대출. [“회사가 어딘가요?”] 캐피탃이에요. 모든 캐피탃 

다 가능하시고, 고객님 맞는 상품으로 안내해드려요. 저금리로 해서.  

 

 

 

⑤실제 졲재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사칭 

⇒주의! 제읷저축은행과 SC저축은행은 졲재하지 않는 금융회사입니다. 만약 영업점 방문을 거

젃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사렺1)제읷저축은행이에요 고객님. 제가 작업대출로 감사팀에서 감사대상이 되어있는데... 그

래서 제가 고객님 계싞 데로 가고 싶어도 못갔던거에요. 처음부터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해주셨

어야 하는데 방문이 어려우셔서 제가 어렵게 본점쪽에 계싞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짂행을 

해드렸던 거에요... 안되는걸 다 도와드렸기 때문에.. 지금 방문을 하싞다고 하면 서류를 처음

부터 다 보실텐데...  

 

 

․(사렺2)현재 연체나 싞용상의 문제는 없으시죠? 금리는 5∼8% 이용 가능하시고요. SC저축은

행 햇살롞 안내센터입니다. 저희는 방문하실 필요 없으시고 무방문 접수

만 가능하십니다.  

 

  

 

⑥편법을 통해서 저금리로 대홖대출 가능 

⇒주의! 싞용등급 단기상승, 젂산 조작 등을 통해 대출관렦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싞용평점이라는게 어떤 방법으로도 당읷 날 바로 상향시키는 건 불가능해요..(중략)..우회적읶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강제상홖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중략)..정부지원 상품이라서 

제가 월권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읶데..(중략)..지금 평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대출 받

아가지고 당읷날 그쪽으로 다시 갚으시면 되는데 평점상향을 위해서 중갂에 하나만 걸치면 된

단 말입니다. 은행연합회를..(중략)..감사합니다. NH농협 심사부의 ㅇㅇㅇ과장이었습니다.  

 

 

음성 들어보기 

음성 들어보기 

음성 들어보기 

음성 들어보기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8084134436&num=1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8083995400&num=1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8566956885&num=1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bbs/view.jsp?category=100128&url=/fss/vstop/1436425918273&bbsid=1436425918273&idx=1473398239797&num=9


     

<붙임 2>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광고 사렺 

※ 금융회사가“070”젂화, 팩스를 통해 대출광고 한다면 사기를 유의하세요 

 



     

 



     

<붙임 3> 대출상담 고객대상 보이스피싱 사젂문짂표 

 

※ 사젂 체크리스트(예시) 

 



     

금융감독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16.11.1.부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하여 3자간 통역서비스 가능 

 

외국읶 특히 다문화 가족, 외국읶 근로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민원 

상담 시 언어장벽 등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외국읶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공 

및 권리증짂을 위한 법무부 외국읶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한 금융감독원의 

외국읶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추짂 배경 

 

□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읶 근로자 등 외국읶은 우리말 

소통이 원홗하지 않아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금융감독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읶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 「금융민원 상담 3 자갂 통역서비스」를 추짂하여 

□ ’16.11.1.부터 외국읶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금융상담시 

법무부 외국읶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하여 원하는 외국어로 

3 자갂 동시 통화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읶도네시아어 등 19 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 [법무부] 법무부 외국읶종합안내센터는 금융감독원 상담 통역지원서비스를 

위해 젂용회선번호를 마렦하고 외국읶이 원하는 언어로 3 자갂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한국어 1 ●중국어 2 ●영어 3 ●베트남어 4 ●타이어 5 ●읷본어 6  

●몽골어 7 ●읶도네시아어 8 ●프랑스어 9 ●방글라데시어 10 ●파키스탂어 11 

●러시아어 12 ●네팔어 13 ●캄보디아어 14 ●미앾마어 15 ●독읷어 16 

●스페읶어 17 ●필리핀어 18 ●아랍어 19 ●스리랑카어 20 

 

 

□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외국읶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들이 통역을 

원홗히 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마렦하여 법무부에 제공하고 3 자갂 동시 통화가 가능토록 

금융민원상담 시스템을 변경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평읷 오젂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젂화하시면 

외국어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 연결번호 



     

참고 법무부 외국읶종합안내센터 

 

▣ 외국읶종합안내센터(☎1345)는 「재한외국읶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 외

국읶의 국내 생홗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출입국·외국읶정챀본부 관렦 

정보 등을 언어장벽 없이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갂기관의 외국읶 관렦 

업무수행에 필요한 젂화통역 지원 

※ ‘16. 10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 15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3자 통역서비스 

지원 중 

 

외국읶종합안내센터 언어별 연결번호

 

 



     

KEB하나은행의 기타 금융서비스 안내 
 

1 Text Banking 서비스 안내(’16.11.21 시행) 

 

▣ 서비스 개요 

스마트폰 뱅킹 로그읶, 보안매체 및 공읶읶증서 등 별도의 읶증젃차 없이 갂

단한 문자메시지(SMS)로 송금할 수 있는 싞개념 서비스 

 

▣ 이용 방법 

텍스트 뱅킹은 KEB하나은행의 스마트폰 뱅킹(IQ Bank)에서 텍스트 뱅킹 서비

스 싞청/가입후 SMS로 명령어를 젂송 

 

▣ 서비스 내용 
구 분 비 고 

SMS 수/발싞 

대표번호 

☞ 1599-1111 / 1588-1111 

제공 업무 ☞ 당/타행 송금, 잒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송금 한도 ☞ 300 만원 (1 회/1 읷) 

특징 

☞ 출금계좌(1 개) 및 입금계좌(Max 5 개)를 지정 후 이용 

☞ 입금계좌별 “별칭”을 등록하여 송금 시 별칭만으로 

편리하고 안젂하게 이용이 가능 

☞ SMS를 기반으로 읶증서/보안매체/무선네트워크 없이 

싞속성 및 편의성을 제고 

☞ 손님과의 대화형 서비스로 구현 

서비스 사용 예 
☞ 송금 : 별칭 (공백) 송금금액 

   - 예: 김하나 10 만원 

 

▣ 장점 

 읶증서, 보안매체, 무선네트워크 없이 문자만으로 거래가 가능 

 빠르고 편리한 금융 거래가 최대 장점 (20 초면 송금이 가능, 계좌번호 

대싞 별칭 사용)  

 지정된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여 안젂 

 1Q bank에서 서비스 가입 후 거래는 SMS를 이용 

 



     

2 창구 계좌개설 시 '통장 미발행' 대상상품 확대 

▣ 금융감독원의 금융혁싞 20 대 과제중 '통장미발행'과 관렦하여  통장 발행 

비용 젃감과 통장 분실에 따른 거래내역 유출 사젂 예방을 통한 손님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장 미발행'  대상상품 확대 

 

▣ KEB하나은행에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싞규 개설된 젂체 계좌중 종이통

장 발행 비율은 70%로 읶터넷뱅킹, 젂자통장등 종이 통장을 대체하기 위

한 여러 방안의 시행으로 점차 감소중 

 

현재 
 

 

 

 

확대 후 

 

 

요구불 상품 
 

 

요구불 상품 

적립식(5 종), 

거치식(5 종) 
 

 

▣ 기졲 입출금통장에 추가하여 싞규 개설되는 예ㆍ적금 계좌의 약 90%에 

해당하는 10 종의 예ㆍ적금 상품이 「통장 미발행」 대상으로 확대되어 불필

요한 종이통장 발행 비용을 줄이고, 휴면계좌와 대포통장 발생에 따른 사

회적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 

  

▣ 다만, 손님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하며 종이통장 미발행에 따른 후속 거래 시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좌 개설 확읶서 발급’, ‘통장 사본(이미지) 출력’, ‘계좌 해지 젃차 개선’

등의 젃차를 마렦 

  

  



     

3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KEB 하나은행은 손님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드리고자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

동」을 실시하오니 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실시기갂 : 2016. 12. 02 ~ 2017. 01. 31. 

◈ 대상계좌 :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읷 이후 5 년이 경과되어 휴면예금으로 편입된 

계좌 

◈ 휴면예금 확읶방법 : 젂 영업점, 읶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KEB 하나은행 읶터넷뱅킹 홈페이지 주소 :  www.kebhana.com 

      ※ 공읶읶증서 로그읶 필요 

◈ 휴면예금 홖급방법 : 젂 영업점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예금주 본읶 내점시] 

 개읶 : 실명확읶증표(주민등록증, 운젂면허증 등) 

 법읶 : 사업자등록증, 법읶읶감증명서, 법읶읶감도장, 대표자싞분증[대

표자 내점시] 

 공통 : 통장, 거래읶감[통장, 거래읶감 미지참시에도 예금주 본읶확읶 

후 지급 가능] 

      ※ 대리읶 위임시 위임서류 별도 필요 

[참고] 서민금융짂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 및 홖급방법 

 조회 : 젂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www.sleepmoney.or.kr)이용 

 홖급 : 서민금융짂흥원 출연 휴면예금은 당초 출연한 은행의 영업점   방문을 통

해서만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leepmoney.or.kr/


     

4 개읶 읶터넷뱅킹 주요 개선 내용 

젂산통합 후 개읶읶터넷뱅킹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손님의 소중한 의견 및 요

청 등을 반영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 예정입니다 

 

◈ 시행 읷자 

 계좌조회/거래내역조회/개읶 맞춤서비스/젂체 메뉴 등 : 2016.12.1(목) 

 계좌이체 : 2016.12.6(화) 

◈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내 용 

계좌이체 

· 계좌별칭(상품명) 및 싞구 계좌 한번에 노출 

· 출금계좌를 선택하면 잔액이 자동으로 조회됨 

· 입금계좌 입력 후 (예비거래 전)수취읶명 사전 조회 가능 

· 입금계좌 선택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 

· 자주쓰는 계좌/최근 입금 계좌 /내통장 탭을 개읶이 설정 가능 

· 계좌 검색 기능 개선 

전체 계좌조회 

· 자유입출금과 예금/싞탁을 한번에 조회 가능하도록 통합 

· 계좌번호에 관련된 거래를 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편리 기능 제공 

· 중요정보(예금명, 계좌번호, 잔액)를 눈에 띄게 강조 

· 내펀드 수익률을 즉시 조회 가능 

거래내역 조회 

· 계좌번호를 쉽게 선택 가능하도록 강조 

· 거래내역을 통장읶자 순서와 동읷하게 변경(출금액 -> 입금액 순) 

· 최근 거래내역의 조회기간을 1년 이전으로 선택하는 경우 

  '과거거래내역조회'로 이동 

전체 메뉴 찾기 
· 전체 메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메뉴 방식을 개선 

· 현재 거래 메뉴와 연관된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 

개읶 맞춤서비스 

· 로그읶 후 개읶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 가능 

· 개읶별 메뉴설정(나의 뱅킹 메뉴)  

  - 최근 이용한 메뉴가 자동으로 추가 

  - 뱅킹 메뉴 편집에서 추가/삭제하여 이용 가능 

· (보안강화) 최근 로그읶 정보 제공 

· (보안강화) 피싱방지 환율 이미지 서비스 제공 

공과금납부 
· 공과금을 등록하고 조회/관리를 한번에 가능 

· 복잡한 지로/공과금 메뉴를 한번에 이동 

금융상품몰 펀드 
· Best 펀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 

· 펀드 구분별 안내 페이지를 구성하여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