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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회원은 직원들과 회식 후 자택 귀가를 위해 택시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 일어나보니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하차를 하였고 이후 현금인출, 장/단기 카드 대출

이 부정사용 됨.   

주의사항 

국내 분실/도난 

음주 

과음 후 택시 이용 

카드 비밀번호 유출 부정사용 피해 금액 발생 

사 례 

- 만취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유출할 수 있으므로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카드로 택시비 결재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택시 차량번호 및 이동 경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Ⅰ.자녀에게 후불교통카드 용도로 카드대여 후 자녀가 카드 분실. 

    부모님께 혼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실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분실신고가 지연됨. 

- 여신전문업법상 본인 外 가족 등에게 카드 양도 , 양수 금지하고 있습니다. 

- 카드 분실 인지 후 분실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더 큰 피해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분실사실 인지 즉시 신고 접수를 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대여 

사 례  

국내 분실/도난 

Ⅱ.분실카드 부정사용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부정거래 승인이 발생시 부정사용자를 본인이 

    직접 잡겠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 부정사용 매출이 발생됨.  

지연 신고 

부정사용 거래 발생 

피해 금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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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여행 중인 30대 남성은 일행들과 스타벅스에 갔다가 핸드폰 지갑 케이스채 테이블에 

놓아 두고 나온 사실을 인지 후 핸드폰(지갑케이스)을 찾으러 갔으나 이미 핸드폰은 타인이 

가져 감. 회원은 3~4일 이후 여행에서 돌아왔으며 그 사이 여러 차례 부정사용거래가 확인 

되어 분실 신고 접수 함. 

주의사항 

해외 분실/도난 

소지품  주의 

부정사용 부정사용 피해 금액 발생 

사 례  

-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카드 분실 인지 후 분실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보이지 않는 경우 분실 또는 정지 先 신고 후 카드를 찾았을 경우 해제가 가능 합니다. 

지연 신고 

불특정 다수가 왕래 가능 장소(커피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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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2015년 9월경 경기도에 거주중인 40대 남성 A씨는  중국 상해로 회사 출장 중, 호객꾼에게 

끌려 주점에 방문하였고 A씨에게 5천위안(백만원)이 넘는 과다한 술값 요구로 카드를 결제. 

이후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소지중인 핸드폰 GPS 앱 및 카메라 촬영을 통해 업소  

위치를 확인하여 영사관 직원과 함께 해당 업소에 방문, 피해 금액 전액 환불 받아 귀국함 . 

- 중국 여행 중 낯선 현지인이 과도한 호의 또는 친절을 베풀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 상해지역  유흥업소 이용 주의하여 사람이 많은 곳은 이용바라며, 과도한 바가지 요금이 발생시 

  현지 공안(경찰)과 대사관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 위치를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 현지공안 신고: ☎ 100 , 영사관: ☎  021-6295-5000 

유흥업소 
중국 출장 

가맹점 위치 확인 및 도움 요청 

영사관 

현지 경찰 

해외 미사용 

사 례  

호객꾼 

바가지 요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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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미국 유학으로 20대 여성이 서부에서 거주하며 카드는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SMS 통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하여 카드사로 문의 후 정지. 

회원은 서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동부에서 거래가 발생됨. 

- 가맹점 단말기 해킹에 의한 카드 복제로 미국에서 대부분 발생 하므로 카드 결제시 IC카드 거래 이용 권유 

  드리며, Self  FDS 또는 SMS 서비스 이용시 보다 더 안전한 거래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점  Pos 해킹 

마그네틱 카드 복제 
복제 카드 거래 

해외 위변조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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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안내 

<주의사항 > 

● 카드분실 인지한 경우 즉시 분실신고 접수.(신한카드 고객센타 1544-7000) 

● 해외 여행 中 ATM, 철도, 버스 등  승차권 구입시 카드 비밀번호 유출 주의 

● 중국 여행 中 호객꾼 주의, 새벽시간 유흥업소 방문 자제 및 사람이 많은 곳을 이용 

    ※ 바가지 요금 발생한 경우 가맹점 위치 확인, 영사관 도움 요청 

        (중국 공안 신고: ☎ 100 , 영사관: ☎  021-6295-5000) 

● 미국 여행 中 카드 결제시 IC 칩 거래 사용 (IC칩 거래시 위변조 예방) 

<서비스> 

● Self FDS 서비스 무료 서비스 이용 

    - 홈페이지 및 앱(APP) 이용 가능 ( 금액 , 기간, 사용 국가 등 실시간으로 직접 설정 가능) 

● SMS 서비스 가입 

「 부정사용 피해 예방 포인트」  



「 부정사용 피해 Trend」  



「 부정사용 피해 예방 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