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금융정보 지키기]  

https://www.youtube.com/watch?v=Y0DTB7pkVeg 

 

[자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내 금융정보 지키기,  

FSA 금융보안연구원(Financial Security Agency)]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매표소 쪽으로 걸어간다. 신용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과 카드를 받는다.) 

매표소직원 - "여기요." 

아버지 -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던 영수증을 아들이 가져가서 구긴 후, 쓰레기 통에 던지지맊 들어가지 않는다.) 

 

화면에 X표가 크게 뜸. 

(던져서 들어가지 않은 영수증이 지폐로 변하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도둑이 떨어진 영수증을 주우며, 음흉

하게 웃는다.) 

[자막 및 목소리 - 금융거래내역서를 버릴 때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커다란 곰 탈을 쓴 사람이 서 있는 EVENT에 참여하려고 멈춘다. 

 

곰 직원 –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품 참가서 작성하시고, 경품 이벤트 참여하세요. 많은 상품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 마주보며 윙크) 

아들 – “아빠 우리도 참가해요. 경품이 뭐지? 게임기도 있나?” 

(아들과 아버지 이벤트 무대로 다가가서 복불복 이벤트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입한다.) 

 



[복불복 이벤트 참가 신청서 그림] 

복불복 이벤트!! 

이름 : 김정보 

나이 : 43세 

Phone : 010-1234-5678 

Tel : 02-123-4567 

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A동 1201호 

입금계좌번호 : 금융은행 123-01-123456 

(크게 X표시 뜸) 

 - 이메일, 문자, 전화 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 안함의 칸 중 동의함에 체크) 

 - 상품 광고 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의 칸 중 동의 안함에 체크) 

 - 홍보 이벤트 수신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의 칸 중 동의함에 체크) 

[자막과 목소리] 경품 이벤트 참여 시 개인 정보 제공내용을 확인하세요.] 

 

곰인형을 쓰고 있던 사람이 가면을 벗자 도둑의 얼굴이 드러남. 도둑이 spam mail과 voice pishing 뭉치를 아버

지와 아들에게 던짐 아버지와 아들이 소리를 지름 

(자막 및 목소리) 상품홍보의 전화가 받조 싶지 않다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청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감. 도서관 안에서 컴퓨터를 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려고 함. 

뒤에 사람들이 몰려 들고, 도둑이 바로 아버지 뒤에 서 있음. 아버지와 아들이 놀람). 

(크게 X표시 뜸) 

(자막 및 목소리)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마세요. 

 

 

 



아버지 : 공인인증서가... 어디 보자...  

(아버지가 컴퓨터를 맊지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불러오려고 하는데 크게 X표시 뜸) 

(자막) 공인인증서=주민등록증 

(자막 및 목소리) 개인 정보를 PC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인증서 암호를 기억하지 못함. 

아버지 : 보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뭐더라? 아! 이메일 비밀번호랑 같았지! 비밀번호가 숫자와 영문 조합이니

까...  

 

(화면 자막 - A B C 1 2 3 4 1 2 3 4) 

(도둑이 이 정보를 다 듣고,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후 웃음. 크게 X표시 뜸) 

(자막 및 목소리)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도둑이 phsing mail을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발송함.) 

도둑 : 날아라. 피싱 문자. 

아버지; 어? 무슨 문자가 이렇게 오지?  

 

(휴대폰 화면, 아버지에게 도착한 문자 메세지) 

 

(문자화면) 고객님 택배 도착 예정 배송조회 http://abcd.efg.net:/ <피싱택배> 

아버지: 웬 택배? 

(문자화면) 1등 경품당첨! 유명자동차 획득! http://gee.efg.net:/ <낚시 백화점> 

아버지 : 1등 당첨? (아버지가 피싱 문자의 URL을 클릭하려고 함.) 

(자막 및 목소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메시지,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로 연결하지 마세요.  

 



(도서관에서 밖으로 나온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 - 개인아, 개인정보는 누가 지키지? 

아들 - 음..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웃는다.) 

 

 

[자막] 

- 경품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명세서 등 금융거래내역서를 버릴 때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 하세요. 

-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메시지는 열지 말고, 링크 주소도 클릭하지 마세요. 

- PC방, 도서관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PC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마세요. 

- 상품홍보 등 전화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청하세요. 

 

 

[자막] 

소중한 개인정보 '우리' 다 함께 지켜요 

개인 정보의 매매나 불법유통 사례 신고는? 전화: 1332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Financial Security A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