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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 자 융사기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자 융사기는 사회공학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

한 높은 심에도 불구하고 자 융사기를 방지하기 한 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실제피해자

들을 상으로 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실제 피해자들을 상으로 왜 자 융사기가

발생하는지에 한 근원 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보다 실제 인 실세계를 반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을

상으로 면 기법(FGI)을 활용해 분석하 다. 분석결과, 자 융사기를 당하는 데에는 일정한 피해패턴이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한 왜 자 융사기가 발생하는지에 한 근본 인 물음에 한 해답은 행동경제학에 바탕으로 둔 인간

의 낙 편향이라는 심리 인지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기 리 으

로 향후 자 융사기를 방지하기 한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제공하며, 궁극 으로는 정부 산업계의 효과

정책을 개발하기 한 요한 기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 한다.

주 어 : 자 융사기, 사회공학,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포커스그룹인터뷰

Abstract Recently, much attention in electronic financial fraud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particular,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has been transforming to social engineering.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electronic 

financial fraud, few guidelines exist how to effectively avoid the serious damage from electronic financial fraud. 

Moreover, it is rarely investigated cases of victims from financial frau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y financial fraud crime victims occurs. To enhance mundane realism,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actual victims from financial fraud crime. Drawing analysis of FGI with actual victims, we 

found that there are certain damage patterns. Further, we found that the reason why financial fraud crime victims 

occurs is optimistic biases of humans rooted in behavioral economic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valuable 

guidelines and directions to prevent electronic financial fraud based on risk and crisis management perspective. 

Ultimately, this study is able to help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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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직

인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역설 으로 이러한 용이성과

편리함이 융사기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융사기는

융거래에서 속임수를 통해 사기범이 인 이익을

취하는 불법 인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융사기는 무

지하거나노약자들에게만일어나는것이아니라일반시민,

학교수, 법원장까지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발생한다[1].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의 융사기는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인터

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탈취의 가장 주된 원인으

로 사람의 취약 을 공략하여 정보시스템을기반으로 하

는 정상 인 보안 차를 무력화 시키는사회공학 기법

이 지목되고 있다[2]. 이러한 융사기는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Parming),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스미싱(Smishing), 랜섬웨어(Ransom Ware)

등으로 차 으로 진화되고 있다.

융사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뻔한

수법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여 히 피해를 당하고 있

을까? 이것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질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융사기가 사회공학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명한

연구목 을 갖는다. 첫째, 융사기를 당하는 주된 이유

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융사기 피해 단

계를 분석하여 패턴화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융사기와

련한 연구는 다소 진행 되었지만 실제 피해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실 으로 융사기를 경험한 피해자들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융사기를 당

한 피해자들을 상으로 융사기를 당하는근본 인 이

유와 구체 으로 피해 단계를 분석한 연구의 차별 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기 리 으로 융사기

의 방 책을 수립하기 해, 기술 근이 아닌

인식 근으로 실제 피해자를 상으로 피해 원인을

악하고 인식 제고에 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융사기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피해 단계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의 인간 측면의 심리 인식 문제에 주안 을

둔다. 이를 해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심리 인지

오류 도출하여 설명하고 토의하고자 한다.

2. 론  배경

2.1 사

융사기란 ‘ 융거래에필요한 신용과 신뢰를 배하

여 악의 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 로 융거래

주체 사이에서 안 을 침해하고 궁극 으로는 국민 질서

를 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3].

일반 으로는 자 융거래의 취약 을 이용하여 피

해 액을이체시키는 신종 융범죄수법인 피싱· ·메

모리해킹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4]. 융사기에

한 표 인 수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될 수있다. 첫째, 공격자가 피해자를 속여스스로 정상

인 이체를 하게 하는 행 , 둘째 공격자가 피해자의 개인

융정보를 알아내어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자 을 직

이체하는 행 , 셋째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

해자의 정상 인 이체거래 요청 정보를 수정하여 공격자

가 확보한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행 로 분류할 수 있

다[4].

2.2 사  련 행연  고찰

융사기와 련한 소비자의 직 인 피해와 융사

기 피해 련 요인 등을 분석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범죄학 법학분야에

서 연구되었으며 융사기와 련된 제도, 개선방안, 처

벌 방안 등을 살펴본 연구가 있고 범죄에 취약하다고 여

겨지는 특정 계층으로 고령층에 한 융사기 반

인 사기취약성에 하여살펴본연구들이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반 인 소비자를 상으로 융사기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5].

먼 , 범죄학 법학에서 융사기와 련하여 수행

된 연구들은 일반 인 융사기의 황 동향, 련 제

도의 개선 처벌, 손해 배상 등에 하여 논의하여 왔

다. 한편 일반 인 융사기의 동향 투자사기에 하

여 살펴본 박정선 외 2(2011)의 연구는 투자사기의 개념

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 으며 1999년부터

2010년 사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총 112건의 투자사기

를 분석하여 그유형별특징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

다[6].

한 융사기와 직 인 연 성이 있는 연구들로서

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련 피해가 최 로 보고된

2006년 이후에 보이스피싱의 동향, 응방안, 국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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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피해자 손해보 방안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

한다. 보이스피싱의 원인과 피해자 특정등을 함께 설명

한 연구들이 있으며[7-9], 이훈재[8]의 연구에서는 국제

공조 국내 유 기 의 공조 시스템 강화, 융 통

신 시스템의개선, 담 수기기 의 확충, 국민홍보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 다[8].

한편, 이 한[10]의 연구에서는 자 융사기피해 구

제법, 휴 화 단말기의 부정이용 방지법 등의 법 제정

이 필요하다고 역설하 으며, 이 한[8]과 이훈재[10]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특성이 특정연령이나 성

별,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무차별 이라는 을 제시하

다. 아울러, 차 민과 송 시[11]는 보이스피싱 사기피

해가 「 기통신 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 환 에

한 특별법」에 의해 일부 보 이 되기는 하지만 실질

인 피해의 보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최근의 융사기의

트 드와 새로운 유형의 피해 황 그리고사회공학 진

화양상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 을 비 할 수

있다.

2.3 사  최근 피해현황

융사기와 련한 가장 최근의 공식통계자료인 경찰

청의 발표에 따르면, Table 1과 같이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2년간 피싱, , 메모리해킹을통한 자 융사기

는 모두 20,30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총

9,218건, 2015년 총 11,083건으로 월 평균 약 845건에 달

한다. 특히주목할 것은 융사기에 한홍보 등으로 인

해 경각심이 사회 반 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ig. 1과 같이 피해건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랜섬웨어에 한 공포는 사회 반 으로

확산되고 있다. 랜섬웨어의 피해 황은 Table 2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 피해액, 비트코인 지 액(해커

에게 지 ) 추정치가 2015년 비 2016년에 3배 이상 증

가하 고, 추가 으로 2016년 발견된 랜섬웨어의 공격방

식은 16가지로 2015년 8가지에서 2배 증가하 다.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기존 개인정보를 거래하던

시장의붕괴로 해커는 비트코인(bit coin)을 얻기 해 사

회공학 기법을 목하여 더욱 지능 인범죄로 발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피해자는 랜섬웨어 험에

한 인식 수 이 확 되어 정기 인 데이터 백업과 발

된 보안기술을 기반으로 랜섬웨어의 타겟은 기존 개인정

보에서 병원 DB, 클라우드 장소, 기업의 문서 앙화

시스템, 인사자 기 일, 공기업 기 일 등으로 진

화 되고 있다[12].

2014 2015 Sum Ratio

Phishing 1,962 1,726 3,68 18.2%

Pharming 7,101 9,233 16,334 80.5%

Memory
Hacking

155 124 125 1.4%

Sum 9,218 11,083 20,301 100%

Table 1. Type and Occurrence Frequency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s in 2014-2015(Sourc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Jung et 

al. 2017)

Fig. 1. Occurrence Frequency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s in 2014-2015(Sourc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Jung et al. 2017)

2015 2016 Sum

Crime Report 2,678 3,855 6,533

Victims 53,000 130,000 183,000

Demage Amount
$11

Million
$30 Million $41 Million

Bitcoin
Amount Paid

$3
Million

$10 Million $13 Million

Table 2. Occurrence Frequency of Ransomeware 

Crime(Sourc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Ju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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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  사회공학  진화

최근 융사기는 사회공학 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띄

고 있다. 사회공학 기법이란 사람의 취약 을 공략하

여 인간 상호작용의 신뢰를 통한 정상 인 보안 차를

무력화시키는 행 를 말한다[2].

일반 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용은 하드웨어(H/W), 소

트웨어(S/W), 그리고 인 요소(Humanware)로 구성

되어있다. 이 , 가장 취약한 요소는 바로 ‘인 요소’이

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측 불가능한데다가 조작이나

설득에 의외로 쉽게 걸려들기 때문이다. 각종 연구에서

인간은 행동 일정한 패턴 경향이 있는데 이는 치 한 수

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보안

침해피해를 당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으로 당할 가능성

이 큰 경우는 기술 인 해킹이나 크래킹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회공학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3].

3. 연  방법

3.1 FGI: 질 근 로  초 집단 뷰  타

당

본 연구는 융사기의 원인을 보다 근원 으로 악

하여 방 책을 제시하는 목 으로 질 연구방법

으로 시도하 다. 특히 질 연구에서는 상이나 사실을

연구하기 한 기법과 도구의 용과 선택이 요하다

[14]. 다양한 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

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채택하 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는 인터

뷰 참여자와 심층 인 화를 통해 수량화가 불가능한

가치, 태도, 인식을 도출하여 구체 인 사례와 제언을 심

층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주제에 한 타당한 질 논

거를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한 인간이 느끼는

생생한 체험의 의미를 서술하고 조사함으로써체험을 통

하여 형성되는 지식 상을 분석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1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면 을 통해연구참여

자와의 심층 인 화과정을 통해 녹취한자료들을 해독

하고 주요 진술들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기 자료들을

도출한다는 에서 집단면 기법을 주요 연구방법

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은 실제 피해자들

(actual victims)을 상으로 인터뷰면 을 진행하

다는 이다. 사실, 기존의 융사기와 련해 진행된

부분의 연구들은 애 의 연구취지와는 다르게 융사

기 피해자가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심각한

연구방법 오류를 범하고 있다(research methodological

error).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실제로 융사기를 당해막

한 경제 피해를 경험한 ‘실제 피해자’들을 상으로

포커스집단면 을 진행하 다.

3.2 료수집 및 차

기본 으로 본 연구에서는 융사기를 경험한 실제피

해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을 하고자 하

다. 그러나, 실 으로 융사기를 당한 실제피해자들

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다음과같은

창의 근(creative research approach)을 통해 실제피

해자들을 통한 귀 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구체 인 자료수집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들은 융사기와 련한 실제피해자들

을 모집하기 해다양한창의 인방법들을동원하 다.

를 들어, 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자신과 동일

한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인터넷 커뮤니

티를 찾는다는 행 패턴이 있다는 것을 착안하게 되

었다. 이에, 이미 2011년 9월 19일에 개설되어 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7,753명)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까페 - 융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

com/pax1004)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네이버까페 - 융피해자 소송모임의 게시 에

본 연구의 목 과 취지에 해 진정성 있게 기술하여 인

터뷰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지와 함께 인터뷰 참가자들

에게는 스타벅스커피 기 트콘과 같은 소정의 선물을 제

공한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셋째, 공지사항을 보고 인터뷰에 응한 상자 , 과거

의 실제 사건을 당했을 당시, 네이버까페 - 융피해자

소송모임에 피해사례에 해 을 게시했거나 경찰과 해

당 거래은행에 피해사실을 수한 실제피해자 12명을 선

정하여 최종 인터뷰 상자로 선정하 다. 이러한 시도

를 통해자료수집의 정교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 다.

최종 선정된 인터뷰 상자들에게 2017년 3월 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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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월 16일까지 2주일 동안 화인터뷰를 실시하 다.

화인터뷰로 진행한 이유로는 첫째, 피해자들의 경우

직 인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둘째, 피해자들의

거주지역이 수도권과 지방 등과 같이 범 하게 거주하

는 시·공간 제한으로 인해 화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하 다.

4. 결과  및 논

실제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

선, 실제 피해자들에게 미리 사 에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제공하고 개별 으로 인터

뷰 시간을 통보한다음, 해당시간에 화 인터뷰를 진행

하 다. 실제 인터뷰 시에는 자료분석을 하기 해 모든

내용은 제보자들의 허락을 받아 녹음했으며, 인터뷰를

하는 동안 Patton[14]와 같은 질 연구자들의 권고에 따

라 이론노트(TN), 방법노트(MN)와같은 장 노트를 활

용하여 즉석에서 메모했으며 나 에 이를결과분석에 활

용하 다[13].

4.1 피해  특

인터뷰를 실시한 응답 피해자들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응답 피해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서는 주

로 여성이 많으며, 연령으로는 20 에서 50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융사기는 학력수

이 낮거나 소 무지(無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피해자의 부분은 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명문 출신이

나 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으

며, 이는 소 구나 융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피해 액 으로는 최소 5백만원에서 주로 3천만원∼

6천만원 가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는 1억 2천만원에 이

르기까지 막 한 액의 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피해단계  

집단인터뷰를 통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 과정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일정한 피해 패턴으로 요목

화하여 제시될 수 있었다.

Gender Age Education
Damage
Amount

Victim A Female 20s Undergraduate $50,000

Victim B Female 30s Undergraduate $15,000

Victim C Male 50s High School $120,000

Victim D Female 20s Undergraduate $60,000

Victim E Female 30s Graduate $45,000

Victim F Female 40s Undergraduate $60,000

Victim G Female 40s Undergraduate $35,000

Victim H Male 20s Undergraduate $50,000

Victim I Female 30s Undergraduate $45,000

Victim J Female 30s High School $25,000

Victim K Male 40s Undergraduate $40,000

Victim L Female 20s Graduate $45,000

Table 3. The Profiles of FGI Victims 

Fig. 2. Demage Patterns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s

[1단계] 공공기 사칭

융사기범들은 주로 경찰이나 검찰 혹은 융감독원

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근한다.

[2단계] 계좌해킹통보

융사기범들은 피해자 자신의 계좌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통보한다. 놀라운 것은 이때, 융사기

범들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인 사항 뿐만 아니라 주거래

은행의 이름과 심지어는 잔고 액까지 말한다. 즉, 이러

한 것은 융사기기법이 사회공학화와 더불어 정교

하게 진화되어, 과거와 같이 무작정 근하는 것이 아니

라, 혹은 메모리 해킹과 같이 사 에 피해자가 사용

하고 있는 컴퓨터 자체를 해킹하여 피해자가 의심의 여

지가 없도록 정교한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근하고 있

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상 방에게 “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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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계좌가 해킹 당했는데, 융감독원의 안 한

공 계좌에 입 ”할 것을 권유한다.

[3단계] 실제 계좌 이체

피해자들은 본인의 목돈이 입 된 계좌가 해킹당했다

는 소식에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들이 알려 ‘거짓 융

감독원 계좌’에 실제로 입 한다

[4단계] 련 액 인출

미리 은행ATM기에 기하고있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가 일명 포통장으로 입 한 련 액을 실시간

으로 인출해 간다.

[5단계] 신고

피해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지난후, 별다른연락이 오

지 않아 혹시나 하고 최 걸려온 화번호로 다시 화

하지만 화를 받지 않자 속았음을 깨닫고 거래은행과

경찰에 신고한다.

4.3 사   당하는가:  범죄학  과 

한계

기존의 융사기를 설명하는 이론은 부분 범죄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표 으로 융사기가 발생하

는 일반 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이 있다. 생활양식이론은 인구

통계학 특성이나 사회경제학 특성에 인해 융사기

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표 인 인구통계학

특성 사회경제학 특성으로는 개인의 직업이나,

가정, 여가 등의 일상생활에서의특정한 양식을 들 수 있

다[18].

를 들면 Pratt [19]은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온라인 사기를 당할 피해가 더 크

다는 것을 주장하 다. 한편, 김성언과 양 진[9,20]은 컴

퓨터의 발달과 ICT의 폭넓은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뱅킹

등의 비 면 거래가 활발해 지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과

같은 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진다고

주장하 다.

즉, 일상활동이론의 핵심은 환경과 기술의 발달로 인

해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범죄를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되어 특정 개인들

이 범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범죄학 분야의 피해자화(Victimization)이론도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화 이론은 융사기 피해자가 되

는 과정 원인 등에 해 설명하는 이론인데, 구체 으

로는 구조 선택모형(structural choice model)과 신지

명성이론 등이 있다[10].

구조 선택모형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모형을 말한다.

구체 으로 범죄자의 근이 쉬운 환경이나, 험에 노

출되어 있는 경우 범죄자의 표 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지명성이론은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지명을

받기 쉽도록 행동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기존의 범죄학 이론들은 비

록 일반 죄를 경험하는 이유에 해서는 설명해 수

있으나, 실제 실세계에서 융사기를 당하는 근원 인

이유에 해서 설명력이 부족한 한계 을 지 할 수 있다.

4.3 사   당하는가: 행동경 학  

본 연구에서 FGI를 통한 심층분석을 통해 융사기의

발생 원인을 보다 근원 인시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가

장 주된 이유로는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라는 소 낙 편향(optimistic bias)라는 심리 오류

를 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 편향이란 행동경제학 (behaviroal economics)

인 표 인 심리 오류로서 최근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분야에서 매우 요한 이론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 성에비해실제활발한연

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 노벨경제학상으로는행동경제학 분야의

표 인 연구자인 시카고 학(Chicago University)의

Richard Thaler 교수가 수상했다. 핵심내용으로는, 기존

의 고 경제학(traditional economics)에서는 ‘인간은

합리 존재’라고가정하지만 행동경제학은 그 지 않다.

즉, 행동경제학 측면으로 보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제한

된합리성’(bounded rationality)만을가지고있고[21], 사실

인간은 일반 으로 ‘주먹구구식’의 휴리스틱(heuristic)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핵

심 이론이다[22].

즉, 인간에게는 낙 편향과 같은 아주 근거없는 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융사기와 같은 일은 결코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무지하거나 나이가 많은 할아

버지,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게만 일어난다는 빈약한 정



사  사회공학  진화: FGI  통한 실  피해  15

보보안 의식을 공통 으로 가지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제가 융사기에 당하게 될 은 꿈에도 몰랐어요” (피

해자 A)

“ 융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무식한 사람들만 당하는

알았거든요. 제가 당할 은 진짜 몰랐어요“ (피해자

B)

“TV나 뉴스에서 융사기 당한 사람들 보면 아주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제가그 게되었다고 생각하니정

말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피해자 C)

이러한 낙 편향의식에 해 이론 으로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낙 편향(optimistic bias)이란 본인에

게 불리한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낮게 책정하는 반면 자

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일어날 사건에 해 그 확률을

높게 보는 경향을 뜻한다.

즉, 낙 편향은 개인과 타인에 한 험 인식차이

를 설명하는데 표 인 이론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

는데 특히 다양한 정보보안 험 상황에서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다[23]. 이러한 낙 편향은 심리 인

에서 Egocentrism (자기 심 사고), Positivity bias

( 정 편향), Self-esteem (자존감), Illusion of control

(통제의 환상), Social distance (사회 거리) 상 등과

련해 깊은 연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4].

련 연구로서는, Rhee et al.[25]의 연구에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정보보안에 필요한 방화벽과 백신 로그

램을 제 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타인과비교해 매우

낮게 평가했다. 한 Rhee et al.[26]는 조직 측면에서

낙 편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각 조

직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들은 본인 회사의 정

보시스템 보안은 다른 회사 보다 더 안 하다는 근거 없

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분석된 동일한 상은 정보보

안 불감증의 주원인으로 융사기 피해자 FGI를통해 도

출한 “설마 제가 사기를 당할 은 정말 몰랐어요”, “의

심조차 못했어요”라는 소비자의 근거없는믿음이라는 행

동경제학 인 측면으로의 근원 인 해석 가능하다.

5. 결론 및 시사

본 연구는 최근 융사기가 사회공학 방식으로 진

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융사기 피해 단계를 분석

하여 제시하고 보다 근원 으로 융사기를 당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해 행동경제학 인 해석을 시도하

다. 특히 기존의 련 연구에서는 융사기에 한 연

구를 수행한다고 하 지만 ‘실제 피해자’를 상으로 수

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실제 피해자

를 상으로 분석한 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 발생하는 융사기는

사회공학 기법과 생활 착형 키워드와 함께 지능형 범

죄로 진화하여, 피해자가 보다 험 인지가보다 낮은 허

을 노려 의심의 여지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실

제로 악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피해자의 험인지와 융사

기의 향 요인 악을 해 FGI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

과, 일정한 피해 패턴이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본연구의결과는피해자의 험인지 오류 심

리 오류인 낙 편향(optimistic bias)가 융사기를

당하는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기

리 으로 융사기의 방 책을 수립하기 해

기술 근이 아닌 인식 근으로 실제 피해자를

상으로 피해 원인을 악하고 인식제고에 한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융사기가 더욱 고도화된사회

공학 방식으로의 진화가 상되는 가운데,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 개인은 기 리방식으로 보다 높은 경각

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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