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사기로부터 도민·국민을 지킨다!

2021년의 도쿄 도내 형법범 인지 

건수는 2003년부터 19년 연속으로 

감소해 전후 최소가 되었으며, 전후 

최악이었던 2002년에 비해 약 75% 

감소했습니다.

경시청에서는 증가하는 환급금 사기의 피해방지 대책으로 'ATM 코너에서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하게 한다' 를 사회의 룰로 전파하는 '스톱! ATM 거래 중 휴대전화 통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사기 인지건수 및 피해액의 추이(도쿄 도내)

범 죄 억 지 대 책 본 부범 죄 억 지 대 책 본 부

1도 3현 경찰 합동으로 '스톱! ATM 거래 중 휴대전화 통화' 캠페인

하코네 에키덴에서의 홍보

휴대전화 통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사기대책 관민회의 백신 접종 장소에서의 홍보

경시청에서는 2003년부터 총력을 기울여 '범죄억지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법범 인지 건수의 추이(도쿄 도내)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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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기 피해의 근절을 목표로특수사기 피해의 근절을 목표로

"특수사기 근절 액션 프로그램·도쿄""특수사기 근절 액션 프로그램·도쿄"

특수사기 범인과의 전쟁특수사기 범인과의 전쟁

2012 2013 2014 20152008 2009 2010 201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간단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용 가능! 

어디서든
온라인 학습이므로 회사, 
자택, 이동 중 등 어디서든 

OK!  

유용하다
부모, 조부모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갈취당하지 

않는다!   

접속은 여기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 !

스토포군

경시청 범죄억지대책본부 
캐릭터

형법범 인지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한편, 2021
년의 도쿄도내 특수사기 피해 인지 건수는 3,319
건, 피해액은 약 66억 2천 만 엔으로 전년 대비 
인지 건수, 피해액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도내의 특수사기 사건의 검거 
건수는 2,368건, 검거 인원은 733명으로, 전년 
대비 건수, 인원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폭력조직 사무실의 수색에 들어가는 수사원

※ 특수사기는 범인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친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서 현금 
및 전자머니, 현금카드를 편취하거나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ATM기기 
사용을 유도해 범인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 2018년부터 현금카드 사기범 수를 기록

건수
피해액

건 억엔

특수사기의 수법이나 대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