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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주유소에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를 비울 

수 있는 범인들의 능력을 없애기 위해 불법적 신용/직불 카드 스키머를 단속하는 전주적 

새 협동 노력의 시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카드 데이터 절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주 농업시장부의 도량형국이 소비자와 주유소 주인들을 전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 사상 최초로 주 전역의 주유소 디스펜서 교육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장부 요원들은 카운티 도량형 공무원들이 관할 지역 내의 스키밍 장치를 

적발하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기는 피해자의 재정과 신용 등급에 오래 지속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악몽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새 조치로 우리는 이러한 

스키머들을 현장에서 포착함으로써 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속하여 수 천 뉴욕주민들의 

재정적 미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스키머는 ATM이나 신용카드 처리기에 부착되어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와 PIN 번호를 

훔치는 장치입니다. ATM과 주유소 같은 개방된 판매점 터미널은 지역 도둑으로부터 

국제 범죄단에 이르는 범죄자들의 표적입니다. 신용 채점 회사 FICO는 모든 신용카드 

사기의 약 30%가 주유소 같은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부와 민간 

연구원들은 판매점 카드 사기의 소비자 비용이 년 30억~60억 달러라고 표시합니다. 금년 

봄에 플로리다주 7,500여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검열에서 103개 신용카드 

스키머가 사용 중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도량형국은 훈련 모듈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을 사용하여 카운티 레벨의 도량형 요원과 

함께 스키밍 장치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감독관과 검열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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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관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주 전역에서 약 500개 주유기를 무작위로 점검하였습니다. 

어떤 지역 도량형 검열관은 Niagara Falls의 한 주유기에서 스키머를 적발하였고, 어떤 

농업시장부 도량형 전문가는 Rochester의 한 주유기에서 스키머를 적발하였습니다. 

Monroe 카운티 보안서와 Rochester 경찰서의 후속 수사에서 Rochester, Scottsville, 

Wheatland 및 Fairport의 주유소들에서 스키머를 4개 더 적발하였습니다. 뉴욕주에는 약 

42,000대의 주유기가 있습니다. 
 

“주유기 사기 예방은 우리 도량형국의 임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의 리더들은 이 

증가하는 사기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카운티 부서와 협력하여 이 사기 활동들을 예방하고 저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 장관장관장관장관 Richard A. Ball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요원들은 다양한 타입의 스키밍 장치를 찾도록 훈련됩니다:  

• 주유기 내부 카드리더에 설치된 돼지꼬리형 스키머, 가장 흔한 타입의 스키밍 

장치; 

• 주유기 외부에 설치된 가짜 키패드 또는 카드리더; 

• 블루투스 활성화 스키머, 훔친 정보를 단거리를 거쳐 전송.  

장치가 식별되면 도량형 요원은 주유소 주인과 지역 경찰에 알릴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스키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량 

세트에 자연스러운 추가이며 우리는 순진한 사람들을 활용하는 범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카운티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도량형국장 Mike 

Sikula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스키머를 적발하여 스스로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유기 또는 ATM에 다음과 같은 스키머 징후가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십시오:  

• 장치 표면 위로 돋우어진 키패드; 

• 느슨한 것 같은 카드 스캐너, 실제 카드 스캐너 위에 꽂힌 스키머의 징후입니다; 

• 장치 위 또는 옆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 때때로 임시 조명 포함, 신용카드 번호와 

PIN 입력 사항을 동영샹으로 포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소비자들이 직불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  

• 신용 카드의 사기 보호가 우수하기 때문에 구입시에는 가능할 때마다 신용 

카드를 사용; 

• 직불 카드를 사용할 때는 PIN 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가능한 한 신용 

카드로 사용; 

• PIN 번호 입력시 자유스러운 손으로 키패드를 가림.  

주유기의 장치가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기 

징후가 있는지 본인 은행 계좌를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손상이 있으면 즉각 경찰과 

신용카드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 도량형국도량형국도량형국도량형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상업 시장을 위해 측정 정확성을 보증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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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합니다. 주 및 지역 도량형 공무원들은 매년 수 천개의 저울, 주유기 및 기타 타입의 

장치뿐만 아니라 수 천개의 다른 포장 상품들을 검사합니다. 도량형 프로그램은 뉴욕주 

인프라의 중요 부분으로서, 모든 소비자와 모든 업소들을 보호합니다. 주 전역을 

관할하는 주 도량형국 이외에 64개의 카운티 및 시 도량형 부 또는 실이 그들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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