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는 2006년경 최초 발생 이후 범행 수법의 지능화
보도일시: 2021. 10. 19.(화) 조간 (누리망 ․ 방송은 10. 18.(월) 08:00 이후 보도)

· 고도화로 매년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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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8월중 대구 지역에서는 751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금액은 175억원에 달하였다. 이는 전년 동일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12.6%, 피해금액은 24.1% 증가한 수치이다.

※ (연도별 현황, 대구) ’18년(929건·103억원) → ’19년(1,282건·209억원) → ’20년(1,003건·221억원)
❍ 전화금융사기는 사후구제보다 ‘예방이 최우선’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관심도 제고가 절실하므로,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대중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3호선 수성못역을『금융안전 테마역사』로 운영
- 대구경찰청, 대구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은행,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민관 협업

교통(도시철도) 역사를 상시 홍보처로 활용함으로써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보이스·메신저피싱의 최신 범행수법 안내, 범인 목소리 체험, 포토존 등 설치
「금융안전 테마역사」구성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 대구시(시장 권영진), 금융감독원 대구
경북지원(지원장 김봉한), 대구은행(행장 임성훈)은,
❍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의 일환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을
전국 최초로『금융안전 테마역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전 테마역사』는 5개 기관 협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역사
선정· 운영계획 수립· 내부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10.18.(월) 개관하였다.
< 「금융안전 테마역사」 개요>

운영 기간 : '21. 10. 18. ∼ '22. 10. 17.
⦁ 장
소 :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TBC역)
⦁ 참여 기관 : 대구경찰청, 대구시, 금융감독원대구경북지원,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은행

‣ 계단·에스컬레이터, 대합실 벽면 등 보이스피싱 수법 랩핑
- 보이스·메신저 피싱의 주요 수법, 예방법, 신고 방법 등 홍보
‣ 범인 목소리 체험 키오스크* 운영
- 범인 목소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키오스크 운영
- 성별 · 연령 · 직업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체험
* 터치스크린(65인치) 방식의 무인단말기

‣ 포토존 운영(포돌이· 포순이 조형물)

⦁

- 1 -

- 2 -

대구경찰청장은

참고 자료 금융안전 테마역사 사진

❍ “향후에도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장은
❍ “매년 증가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은
❍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시적 홍보공간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입구 계단 랩핑

생각하고, 향후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견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장은
❍ “지역대표 금융기관 DGB대구은행은 시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공조 및 다양한 예방 활동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금융안전 테마역사 사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 경정 이대헌 (☎ 053-804-205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2층 계단 랩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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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목소리 체험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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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통로 유리창 랩핑

에스컬레이터 벽면 랩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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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벽면 메신저 피싱 랩핑

보이스피싱 수법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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