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범죄 연루 
예방법

한국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Crime by foreigners in Korea is increasingThe most common transnational crime that 

foreigners in korea get involved is...

How to not to get involved in 
transnational crime

How to not to get involved in transnational crime

Let me show you the most common transnational 
crime and its' prevention

You will still be punished 
even if you were not aware of 
Korean law and regulation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서며 

지난 5년간 외국인범죄도 연평균 3만6천여명에 

이릅니다. 한편 검거된 외국인들 다수가 한국의 법과 

제도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연루되는 국제

범죄와 그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연루되는 국제범죄는?

한국에서는 대마 흡연도 마약범죄마약
Illegal drugs

타인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위험보이스피싱
Vishing

한국에서 도박이나 사설 복권은 불법불법 도박
Gambling

타인 카드로 물품 구매 부탁은 의심 필요위조 신용카드
Credit card fraud

We wish for harmless and safe life in Korea with 
zero transnational crime

국제범죄 피해없는 
안전한 한국 생활을 기원합니다.

국제범죄 피해 
신고ㆍ상담 전화 

Call 111 for 
transnational crime report 

111 
한국 법과 제도를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예요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되면 대부분 출국

해야하며, 다시 입국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선 사례들을 참고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사례 이러한 범죄를 피하기 위한 
예방법은?

사례 
#2

사례 
#1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외국인 B씨는 은행

에서 다른 사람 대신 현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

해주면 전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OO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외국인 A씨는 

평소 자주 오던 자국인 손님의 부탁을 받고 고향에서 

보내온 국제택배를 가게 주소로 대신 받아 보관해 

주었는데, 그 속에 알약 형태의 마약인 ‘야바’가 들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fter receiving someone else's parcel 
as a representative, a foreigner A was 
investigated because drugs were 
found in the parcel

A foreigner B was asked to 
withdraw cash from ATM, and 
was arrested for getting involved 
with voice-phishing crime.

A foreigner C was punished for smoking 
'Spice'(synthetic drug) and a foreigner D 
was punished for growing and smoking 
marijuana

A foreigner E was punished for running 
a private lottery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던 외국인 E씨는 한국에 체류

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국 현지 로또 당첨

번호를 맞추면 최대 70배까지 지급하는 사설 도박장을 

수년간 운영해오다 엄중 처벌되었습니다.

사례 
#4

외국인 C씨는 한국에 입국한지 1달만에 인천에서 

별 생각없이 합성대마 일종인 ‘스파이스’를 투약하다 

검거되었으며 또 다른 외국인 D씨는 경북 성주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앞 야산에 대마를 심어서 키운 

뒤 흡입해오다 처벌받았습니다.

사례 
#3

다른 사람의 택배나 물건을 대신 받거나 운반

하지 마세요.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Do not carry someone else's belongings.

고액 현금을 ATM에서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의를 거절하세요. 대부분이 보이스

피싱 범죄입니다.

Do not withdraw cash from ATM for someone else

다른 사람의 카드로 고가의 명품이나 

귀금속을 대신 사주면 안됩니다. 위조된 

신용카드일 수 있습니다. 

Do not buy goods with someone else's credit 
card

친구들끼리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도박이나 사설 

복권 등은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Please be aware that 
gambling is illegal in Korea

South Korea

Major cases “처벌 받으면 
한국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Once you get punished,
It would not be easy for you to re-enter Korea 

1

Illegal 
drugs

2

Vishing

3

Credit card 
 fraud

4

Gambling

How to prevent such cr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