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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합동,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합동단속

○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사이버조사단)에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1차(3.6. 942건)에 이어 2차(3.20. 906건)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

○ (합동단속) 경찰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현장 단속시 

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단속 실시

   ※ 합동단속 기간동안 긴급한 경우, 경찰청 의뢰 마약류(48종 한정)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성분분석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글 삭제·차단

○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회법익보호팀)를 통해 신속한 

삭제․차단*을 병행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9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3항, 마약류

관리법제3조(일반행위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아닌자의 마약류취급금지)

☐ <경찰청>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및 추징보전 청구***토록 검찰에 

통보하고,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

** 마약류거래방지법 제33조, 제34조(기소전 몰수보전명령) 제1항

*** 마약류거래방지법 제52조, 제53조(기소전 추징보전명령)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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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마약수사팀 합동수사

○ (단속기간) ∼5.24.(金) ※마약류등약물이용범죄근절종합대책과병행추진
○ (단속대상) 인터넷·SNS(채팅앱)·다크넷을 통한 ⅰ) 마약류 판매 

광고, ⅱ) 마약류 제조방법 게시 공유, ⅲ) 마약류 사용기 게시 

공유 ⅳ) 마약류 유통 사이트 제작·운영 ⅴ) 유통 및 투약·소지 등 행위

○ (역할분담) ①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다크넷 수사 전담), ② 

지방청·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인터넷·SNS 수사 집중) ③ 지방

청․경찰서 마약수사팀(현장수사 지원)

구분 수사대상 

다크넷
(본청 

사이버테러수
사팀)

 다크넷 상 마약류 등 유통 사이트 제작, 관리·운영자 및 마약류 판
매광고·제조 방법 및 유통 사범

 다크넷 상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암호통신 
메신저를 연락 수단으로 , 가상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거래하는 
판매상 및 구매자, 투약·소지자

인터넷·
SNS

(지방청·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팀)

 관리가 부실한 他 사이트 게시판에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 
마약류 판매광고·제조방법 게시자 및 유통 사범

 국내‧외 SNS, 포털사이트, 개인블로그, 유튜브 동영상콘텐츠 등을 이용, 
마약류 판매 광고·제조방법 게시자 및 유통 사범 

  - 본청과 지방청·경찰서 사이버수사(대)팀에서 인터넷 추적 후,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 마약수사팀과 합동수사

식약처 사이버수사 사이버+마약 합동수사

모니터링
(수사의뢰) è 아이디(ID) 

및 IP추적 è
마약류

광고업자
검거

è
통신‧계좌 
(암호화폐) 

추적
è 마약판매상

검거 è
마약구매자

(투약․소지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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