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에서 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사기에 대해 알립니다.
속보: 2021 년 2 월 18 일 목요일

코로나-19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 주민들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관련된 사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소비자 보호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기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카운티의 코로나-19 웹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확인된 사건 중에는 가짜 백신, 검사 장소 및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기가 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직접적인 사기의 표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 관심을 끌어 그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
무고한 주민을 표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기는 가짜 또는 훔친 백신을 "다크
넷"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고안한 새롭고 다양한 "피싱" 사기는 예방접종의 사전등록에 관한 정보나 지방 정부,
의료 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접종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소비자를 현혹해 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혹하는 이메일 내용은 소비자를 속여서 사회 보장번호, 신용카드 정보
또는 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카운티 군수 마크 얼릭(Marc Elrich)과 카운티 의회 부의장 게입 엘보르노즈(Gabe Albornoz)는 날로
증가하는 사기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카운티에 보건 정보와 함께 재정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유행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 및 재정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몽고메리 카운티는
특별 부서를 설립하고 이에 협력하고 조처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카운티 군수 얼릭이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이 뉴스 이벤트를 악용하여 소비자와 기업에 재정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에게 예방접종 및 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기의 표적 및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기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https://youtu.be/XlX6rRxxVN0 에서 볼 수 있도록
사기에 대한 정보는 카운티 코로나-19 정보 웹 사이트 https://montgomerycountymd.gov/covid19/를
오늘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의 여파로 사기꾼들이 회복 불가능한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엘보르노즈 의회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카운티의 주민을 표적으로 하는 허위 예방접종 사이트, 로보콜(자동전화) 및 피싱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종식하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에릭 프리먼(Eric Friedman) 소비자 보호 사무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기꾼은
영리하고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들은 최근 뉴스를 악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소비자의
두려움과 걱정을 사기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운티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따르라고 프리먼 국장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조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및 카운티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 정보는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covid19/를 참조하십시오.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제공하는 백신의 사전 등록 정보는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covid19/vaccine/를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관련 사기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연방 무역 위원회의 정보는
https://www.consumer.ftc.gov/blog/2021/01/scammers-cash-covid-19-vaccinationconfusion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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