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자를 위한 보안 결제 및
사기거래 방지 모범 사례 안내서.
온라인 예약을 받는 모든 항공권 판매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사기거래에
노출됩니다. PayPal에서는 사기거래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판매자가
되도록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범 사례를 마련했습니다.

고객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예약 관련 주요 세부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IP 주소, 전화번호, 거래 금액, 시간 등)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거나 ‘화이트리스트’(사기거래 기록이 없는 단골 승객)와 ‘블랙리스트’
(이전에 사기거래 행위가 발각되거나 사기거래 관련 지불거절 사례가 있는 승객)를 작성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들어오는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사기거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거래 확인
거래는 사기거래 검토 직원이 직접 검사하거나 예약 완료 또는 결제 승인 전후에 자동화된 규칙 엔진을 통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상의 거래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거부하거나 추가 검토를 위해
플래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의심스러운 예약을 더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예약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
전화가 끊기거나 잘못된 번호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번호인 경우 유의하십시오. 사기 범죄자는 추적할 수 있는
실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약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공항 체크인 시 다시 한 번 신원을 확인하여 예약 시 사용한 신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기거래 위험이 큰 5가지 예약 유형
1. 사기 범죄자는 단축된 예약-출발 기간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행시간까지 12시간 미만이 남은
상태에서 하는 예약은 사기거래일 수 있습니다.
2. PayPal 계정 소유자나 카드 소유자(게스트 계정)가 여행자에 속하지 않을 때 제3자 예약이
발생합니다.
3. 편도 항공편
4. 사기거래 고위험 기점/목적지에서 이루어진 예약을 검사할 때는 비행 경로 정보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항이나 지역에서 출발한 다른 특정 공항행 항공편을 위험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이메일 서비스, 의심스러운 이메일 주소에서 이뤄진 예약이나, 또는 IP 주소와 출발 국가나 도착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예약에 주의합니다.

고지 사항: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용으로 제공되며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전문적 또는 법적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PayPal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권고 사항이 최신 정보이거나 완전하다고 보증하지 않으며, 이 가이드에 제공된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