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조직과의 대결
조직범죄대책부조직범죄대책부

폭력조직, 국제 범죄조직 등의 범죄조직은 흉악한 사건, 위법 약물의 밀매, 특수사기 등의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도민의 평온한 생활에 극심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경시청에서는
●범죄수익 대책　　●폭력조직 대책　　●국제조직범죄 대책　　●약물총기 대책　　●특수사기 대책
을 비롯해 범죄조직의 약체화·괴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안심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대책범죄수익 대책

국제 조직범죄 대책국제 조직범죄 대책

약물·총기 대책약물·총기 대책

특수사기 대책특수사기 대책

폭력조직 대책폭력조직 대책

사기나 불법약물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자금 세탁 등으로 돈이 돌고도는 것으로 범죄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이 비대화되거나 다른 

범죄에 대한 준비자금이 되고 있으며, 이 범죄 수익의 차단이야말로 범죄조직 괴멸의 돌파구가 됩니다.

경시청에서는 2022년 4월 1일, 조직범죄대책부가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범죄수익 단속에 특화된 범죄수익대책과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시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조 신용카드 사건

폭력조직 추방 이벤트 폭력조직 배제 활동 폭력조직 본부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가는 수사원

사건으로 압수한 현금(범죄수익)

지도계발 활동

각성제 밀수 사건 약물 남용 방지 강좌를 웹페이지에 게재

도쿄 도내에서는 폭력조직, 준폭력조직 등이 불법 자금획득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전국적으로는 야마구치파의 분열에 따른 대립분쟁이 격화하는 

등, 폭력조직 동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경시청에서는 2021년도에 1,577명의 폭력조직 단원 등을 

검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거 활동 및 사회 전체로 폭력조직 배제 활동을 추진해 

나갑니다.

폭력조직에 관련된 고민 
상담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최근 외국 인재의 고용이 증가하는 한편, 불법·위장 

체류자의 증가와 일부의 범죄 조직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시청에서는 이러한 정세 속에서 2021년 중,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3,539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적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도계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체류 외국인의 안전 확보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시청에서는 각성제 등 불법마약의 밀수·밀매 조직의 적발과 총기 단속 등을 추진한 결과, 2021년도에 2,455명의 약물사범 피의자를 

검거하여 총 약 162킬로그램의 불법마약과 61정의 총기를 압수하였습니다.

또한, 약물·총기의 위험성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대마초의 유해성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물 남용 방지 강좌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2021년도에 경시청이 특수사기로 검거한 피의자 중, 

폭 력 조직  구 성원  등 은  총  7 3 3 명  중  9 3 명

(12.7%)이었습니다. 또한, 수괴 및 지시역에 대해서도 

2 2명  중  1 3 명 ( 5 9 . 1 % ) 이  폭력조직  구성원  

등이었습니다.

경시청에서는 특수사기가 폭력조직 등 범죄조직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단속 및 실태 해명을 철저히 하며 범죄조직의 괴멸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