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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단속현황과 주요 검거사례

(’19.3.11.～5.13.)
검거인원 판매광고 등 유통사범 투약‧소지 등
(구속인원) (구속인원) (구속인원) (구속인원)

93명 18명 17명 58명

(23명) (8명) (7명) (8명)

※ 총 93명 검거(향정 84명, 대마 9명)

<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주요검거 사례 >

‣ <유명방송인 검거> ’19. 3. 18. 인터넷 웹사이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외국인 공범과 함께 투약한 

유명방송인 ○○○○○(60세) 등 2명 검거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 <부부 마약판매단 검거> ’19. 4. 8. 부부가 공모하여 랜덤채팅앱 ‘○톡’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 총 4명 검거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자 검거> ’19. 3.경부터 4. 3.까지 ‘○○사이트’를 개설해 

마약류(‘작대기-아이스’ 판매광고) 판매 SNS 아이디 및 홍보글 등을 게시한 

피의자 1명 검거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및 마약류 판매자 검거> ’19. 3. 인터넷 웹사이트 상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GHB 등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2명 및 이를 

구매한 1명 검거                               【광주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유통‧판매광고‧투약 사범 검거> ’19. 3. 14. 온라인 SNS 상 ‘아이스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의 마약류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7.6g을 

소지하며 판매하고 투약한 피의자 1명 검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자 검거> ’19. 3. 27. 온라인 SNS 상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3.4g을 소지·투약한 피의자 1명 검거 【충남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사이트 개설 및 판매한 사범 검거> 인터넷 상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후,  ’18. 7. 중순경 구매자에게 가짜 GHB 등 가짜 마약류 및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피의자 검거                【충북청 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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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사례와 압수물 사진

‣ <사례 1> ‘필로폰’ 대신 ‘명반’, ‘물뽕(GHB)’ 대신 ‘정수기물’, ‘대마초’ 대신 
‘파슬리’를 보낸 사례

◦ 인터넷 SNS 및 사이트 등 14곳에 필로폰 등 판매 광고 글과 필로폰 사진을 
게시해 이를 보고 접속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가짜 필로폰(명반*)과 
‘GHB’(정수기물) 등을 판매한 피의자 2명 구속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 황산칼륨알루미늄 결정체로 페인트·성냥·탈취제 및 소화기 등에 사용

피의자 작성 필로폰 광고 게시물 인터넷 SNS 대화내용

<압수물>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

‣ <사례 2> 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는 사례(일명 : 먹튀)
◦ 채팅어플에 필로폰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하지 않은 피의자 검거                      【경북청 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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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 범죄개요도 

< 해외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을 이용한 범행 >

① 해외근거지(마약류 판매광고 글 게시, 거래흥정) → ② 구매자(SNS 채팅 접속, 

거래흥정) → ③ 해외근거지(배송지시)  → ④ 물건배송책(가짜 마약류 송장번호 

발송 후 물건 배송) → ⑤ 구매자(송장번호 확인 후 입금)→ ⑥ 해외근거지(인출

지시) → ⑦ 현금인출책(인출후 송금)

※ 구매자에게 가짜 마약류를 배송하는 이유(검거 조사결과) 

① 구매자가 문자 등을 통해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해야 물건 

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가짜 마약류를 배송

② 가짜라도 물건을 배송해 주면 물건을 수령한 자가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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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식약처)

(단위 : 건)

구 분 계정 수 게시글 수

전 체 755 198,379

물뽕(GHB) 252 96,614 

대마 227 20,083 

졸피뎀 64 22,506 

필로폰 157 56,646 

의료용 마약 25 896 

엑스터시 24 1,590 

기타 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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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차단전후 비교(식약처)

< 대마초 관련 은어 검색 시 보여지는 계정 차단 전(좌), 후(우) >

차단 전 차단 후

      ⇨⇨⇨⇨⇨⇨

< 필로폰 관련 은어 검색 시 보여지는 계정 차단 전(좌), 후(우) >

차단 전 차단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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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판매 광고에 사용되는 SNS 계정 삭제 전(좌), 후(우) >

차단 전 차단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