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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최근 세계화, 국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 으며, 사업과 등

을 목 으로 한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출국이 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련 범

죄와 이에 응하는 경찰활동의 실태를 악하고 이에 

한 경찰의 응방안을 모색함을 목 으로 한다. 

Recently, the movement to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industralization caused rapid increase of foreigners 

staying in our country. Therefore the crimes related 

with them are definitely increasing too. In this paper, 

real figures of foreigner related crime problems and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affair police division were 

presented to articulate countermeasures for healing 

these problems.

I. 서 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황 발표에 

의하면, 2007년 8월 24일 재.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100만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 했음. 이로

써 체류외국인이 주민등록인구 4천913만명의 2%를 차지하

으며, 2006년 7월(86만5천889명)보다 15% 증가하는 등 한국사

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속히 진 하고 있다.

한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외국과의 인 ․물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범죄조직의 국내 침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4월 17일. 부산에서 러시아(Russia) 범죄

조직간의 알력 때문에 러시아인 1명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

는 등 야쿠자(yakuza), 마피아(mafia) 와 같은 외국의 범죄조

직이 국내유입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 범죄조직과 국내 범죄조직간의 연계범죄

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범죄는 국내에서 자생하며 자국인을 

상 로 품갈취․폭력 등을 행사한 외국인 피의자의 검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범죄조직과 국내 조직범죄와의 연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련 범죄에 한 효율

 통제방안이 시 한 실정이다.

Ⅱ. 외국인 체류 및 관련 범죄 현황
1. 체류외국인 현황

국 별로는 국이 44%인 44만1천334명( 국동포: 26만6천

76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2%인 11만7천938명, 베트남이 

6%인 6만4천464명, 필리핀이 5%인 5만264명, 태국이 4%인 4

만2천792명, 그 외 일본, 만, 인도네시아 순이다.

국, 미국, 베트남 등 상  5개국이 70%를 상회하는 71만6

천792명을 차지, 체류외국인이 일부 국가에 편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체 장기체류외국인 72만4천967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

국인근로자는 56%인 40만4천51명, 결혼이민자는 14%인 10만4

천749명, 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7%인 4만7천

47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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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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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대비 장기체류(등록) 외국인 비율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등록

외국인
40,519 40,920 49,507 110,028 210,249 510,509 724,967

국민 38,123천 40,805천 42,869천 45,092천 47,008천 48,294천 49,134천

비(%) 0.10 0.10 0.11 0.24 0.44 1.05 1.48

※ 등록외국인 -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한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

입국 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로, 장기체류외국인과 동의어로 사

용되고 있음.

[표 2] 국적별 장기체류외국인 현황
총계 724,967

국 356,409

베트남 59,796

필리핀 41,937

태국 30,890

미국 48,817

인도네시아 23,309

만 21,984

몽고 20,212

일본 18,673

스리랑카 11,652

우즈베키스탄 11,389

키스탄 8,746

카나다 6,952

방 라데시 8,465

네팔 4,992

인도 4,129

러시아 4,056

국 3,107

기타 39,452

※ 정주자격자(거주․ 주자격자)수는 2002년 57,478명에서 2007년 재 

129,679명으로 증가하 다.

외국인근로자의 93.3%에 해당하는 37만7천373명은 단순기

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부분을 단순기능인력이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02년 3만4천710명에서 2007년 재 10만4천

749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 으며, 주권자

는 '02년 6천22명에서 2007년 재 1만5천567명으로 2.5배 가

량 증가하는 등 정주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도 2. 장기체류외국인의 체류사유별 현황

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증가추세도 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으로 인

한 국 취득자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자 현황 (단 : 건, %,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제결혼건수 15,913 25,658 35,447 43,121

국 취득건수 1,734 5,339 5,768 8,419

국 취득비율(%) 11.4 21.1 16.2 19.5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 1,636 4,249 4,331 6,865

필리 핀 23 918 984 721

베 트 남 15 79 124 344

몽고 4 38 34 75

키스탄 6 63 53 56

태국 1 34 44 60

우 즈 벡 0 18 30 67

기타 49 152 168 231

총계 1,734 5,339 5,768 8,419

1980년 의 국제결혼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주로 일본

여성이 입국하 으며, 90년  에는 한․  수교 이후 국동

포와 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한데 이어 1990년  반 이

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국 이 확 되었고, 최근에는 베

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국 도 다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도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체 결혼의 13.6%

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 에서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

으로 매년 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상은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지역별 외국인 거주 황을 살펴보면, 경기(30%), 서울

(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

(2.8%) 등으로 서울․경기․인천에 약 64.5%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 3. 지역별 외국인 거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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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범죄현황
(1) 불법체류자 황

'97년의 경우 체류외국인 38만6천972명  불법체류자는 14

만8천48명이었으나, 꾸 히 증가하여 '07년 재 불법체류자

는 22만5천273명으로 나타났다.

▶▶ 도 4. 불법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이들의 국 별로는 국이 10만1천984명(한국계 국인:3만

7천573명)으로 45%, 필리핀이 1만4천749명으로 7%, 베트남이 

1만4천333명으로 6%, 그 외 태국, 몽골, 방 라데시의 순이다.

(2) 입국사범 황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수는 2003년을 고비로 단속

의 강화 등과 같은 조치로 많은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꾸

히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밀입국사범 현황
년도 2003 2004 2005 2006 재

발생건수 11 6 9 6

검거인원 371 30 46 34

※ 해경청 내부자료

(3) 외국인 피의자 검거  처리 황

외국인 범죄 발생 황과 련하여 '03년 12월 이 에는 「범

죄발생통계원표」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범죄 발생 황을 

악하지 못하 으나 '04년 1월부터 통계산출이 가능하다(범죄

수사규칙, '04. 5. 1 경찰청훈령 제420호)

[표 5] 연도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및 증감율
구분

 연도

검거인원

(명)
증감(%)

처 리

구속 불구속

'03년 6,144 +17.7 1,134 5,010

'04년 9,103 +48.2 1,800 9,103

'05년 9,042 -0.7 2,169 9,042

'05. 7월 5,153 +0.2 1,212 3,941

'06. 7월 8,131 +47.5 814 7,317

[표 6] 죄종별 검거현황
구분

기간

검거

인원
살인 강도 강간 도 폭력

지능

범

성폭

력

마약

류
기타

'03년 6,144 32 137 49 630 2,071 834 49 120 2,222

'04년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40 218 3,362

'05년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32 152 2,550

'05. 7월 5,153 34 83 33 437 1,063 1,875 16 102 1,510

'06. 7월 8,131 59 64 27 512 1,320 4,520 27 36 1,566

'06년 7월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8,131명으로 년동기

(5,153명) 비 57.8%(2,978명) 증가하 으며, 2001년 4,328명

에서 2005년 9,042명으로 108.9%가 증가하여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피의자의 증가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외국인들에 한 외사경찰활동이 강

화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표 7]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단  : 명, %)

구분

연도
계 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키

스탄
기타

'03
6,144

(100)

2,565

(41.7)

997

(16.2)

123

(2.0)

307

(5.0)

84

(1.4)

56

(0.9)

155

(2.5)

1,857

(30.2)

'04
9,103

(100)

3,977

(43.7)

962

(10.6)

138

(1.5)

465

(5.1)

229

(2.5)

181

(2.0)

208

(2.3)

2,522

(32.3)

'05
9,042

(100)

4,750

(52.5)

840

(9.3)

94

(1.0)

319

(3.5)

147

(1.6)

120

(1.3)

262

(2.9)

2,510

(27.8)

'06. 

6월

6,135

(100)

4,076

(66.4)

402

(6.6)

60

(1.0)

106

(1.7)

79

(1.3)

61

(1.0)

98

(1.6)

1,253

(20.4)

3. 외사경찰현황
(1) 외사경찰 인력 황

외사경찰은 외사활동의 객체를 상으로 외사첩보를 수

집․ 단․분석․제공하기 하여 간  을 통한 비노

출․비공개  활동을 수행하는 외사정보활동과 외사객체를 

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한 비 차로

서 범죄사실을 탐지하고 범인의 검거․조사, 증거수집․보

하는 외사수사활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반사항이나 산업스

이 등 기타 반국가  행 의 여부를 악하고 동향을 

찰하는 외사보안활동, 외국경찰이나 인터폴 등 국제경찰 련

기구와의 력 계 증진  정보교환을 하여 외국  국

제경찰 련기구와의 경찰공조․상호방문․교육 견․자매

결연․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 력

활동과 같은 네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표 8] 외사경찰 인력현황 (정원/ 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 7월말

계(명) 888/895 950/991 948/1,022 1,018/1,088 1,020/1,089

경찰청 72/74 72/73 66/76 91/76 94/86

지방청 816/821 878/918 882/946 927/1,012 9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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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활동을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인력 황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외사경찰은 재 1,089명 

정원에 1,020명 만이 충원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외사수요에 

따라 각지방청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2) 지방청별 외사범죄 수사인력 배치 황

특히 외국인 범죄와 련하여 범죄수사활동에 종사하는 외

사경찰은 아래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 1,193명  

499명으로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9] 지방청별 외사범죄 수사인력 배치현황
구 분 인 원(계)

구 성

외사․보안부서 수사부서

계 1,193 694 499

본  청 14 14 -

서울청 264 156 108

부산청 107 65 42

구청 51 24 27

인천청 78 71 7

울산청 21 9 12

경기청 163 96 67

강원청 65 36 29

충북청 39 19 20

충남청 65 39 26

북청 50 29 21

남청 93 41 52

경북청 93 51 42

경남청 80 36 44

제주청 10 8 2

(3) 경찰의 외국인 통역service 인력 황

외국인 민원처리, terror 방활동, 국제성 범죄수사 등을 담

당하는 외사경찰의 통역  언어구사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외국인 련 외사활동에 활용하기 해 경찰 ․

의경․민간인 통역요원 3,113명을 운용 에 있다. 

경찰의 자체 인력은 거의 어, 일어, 국어의 3개에 편 되

어 있으며, 거의 부분의 언어는 '05년 11월에 업무 약을 체

결한 통역 자원 사단체「한국 BBB운동」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BBB운동」은 ․일․ 어는 물론 아랍․베트남․터

키어 등 17개어 통역 서비스를 1588-5644로 연결하여 자원

사자의 휴 폰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06년 상반기간 피의자

조사․신고 수 등의 수사업무  각종 외국어 증명서 발 ․

길안내 등 민원업무에 총 2,677건의 통역서비스 지원하 다.

[표 10] 통역요원 확보현황
구분 계 경찰 의경 민간인

합계 3,113 787 291 2,035

어 1,211 485 194 532

일어 517 140 42 335

국어 546 91 40 415

랑스어 56 8 2 46

독일어 64 11 3 50

스페인어 58 6 5 47

아랍어 34 8 0 26

러시아어 173 13 1 159

베트남어 76 7 1 68

방 라어 36 1 0 35

인도어 17 3 1 13

태국어 49 4 0 45

이태리어 4 0 1 3

몽골어 74 3 0 71

히 리어 1 0 0 1

네팔어 7 1 0 6

루마니아 18 2 0 16

키스탄어 37 0 0 37

흰두어 2 0 0 2

루나이어 2 0 0 2

타갈로그어 25 0 0 25

이란어 18 0 0 18

포르투갈어 5 0 0 5

그리스어 2 0 0 2

스웨덴어 19 0 0 19

터어키어 2 0 0 2

미얀마어 4 0 0 4

마인어 19 3 0 16

기타어 37 1 1 35

(4) 외사직무 련 문교육과정

경찰교육기 (경찰 학, 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

수사연수소)내 외사직무 련 문교육과정  교육시간 황

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외사경찰 특별채용을 통한 신임교육

을 제외하면 경찰수사연수소와 경찰종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

는 2개 과정이 부이다.

국제범죄수사과정의 경우 35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외국환거래법 반사범 수사, 국제 장결혼 수사, 입국 

사범 수사, 여권법 반사범 수사, 외국 조신용카드 수사, 국

제공조 수사(국외도피사범), 국제조직범죄의 이해, SOFA사범

수사, 조달러 등 감별, 산업기술 유출범죄 수사의 직무과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사정보실무과정의 경우 외사경찰 일반론, 국제정세의 이

해, 테러정세 변화와 외사경찰, 외사정보 상  요령, 국

제 (의 , 에티켓), 이슬람 문화의 이해, 외사정보 보고서 

작성요령, 인터넷 외사정보 검색, 작무사례 발표  토의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 교육기관별 외사직무관련 현황
교육기 교육과정 교육시간 인원 일정

경찰 종합학교

외사정보실무과정 35시간 50 연 2회

국제보안실무과정 35시간 50 연 2회

국제범죄수사과정 70시간 50 연 4회

앙 경찰학교 외사특채자 신임교육 24주 20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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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외사경찰 조직  인력부족 심각

최근 5년간 체류외국인이 25.6%, 검거된 외사사범이 204% 

증가하여 '06. 6월 재, 체류외국인니 840,696명이며, 외사사

범은 6,135명으로 외사 치안수요가 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 외사경찰 정원은 1,020명으로  경찰의 1.1%에 불과, 지방

청․경찰서 하부조직이 미약해 집행․ 장  기능 약화되어 

있다. 한 14개 지방청  3개 지방청(서울․부산․경기)만 

외사과 가 설치되어 있으며, 234개 경찰서  74개 경찰서만 외

사계가 설치되고 160개 경찰서에는 외사업무를 담당할 부서조

차 설치되어 있지 못한 실이다.

(2) 언어 구사능력의 부족

외국인 피의자 는 피해자  참고인은 부분 우리나라말

을 할 수 없고 경찰 도 해당 외국어를 할 수 없어 서로 의사소

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신고를 수하

더라도 언제나 통역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 외사요원 

1,089명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 의 외국어 구사자는 약 

43%인 619명에 불과하며, 이마져도 어, 일어 국어에 편

되어 있어 외사서비스 는 외사사범의 처리과정에서 민간인 

자원 사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한 외사요원 특별채용 시험에서 모집하는 경찰 도 어, 

국어, 일어, 러시아어, 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니어

로 8개 언어로 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증하고 있는 

필리핀, 태국, 몽골, 키스탄 등의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한 채 이 단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외사경찰교육훈련의 부족

경찰교육기 (경찰 학, 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

수사연수소)내 외사직무 련 문교육과정  교육시간 황

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여러 국가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

류하고 있는 실에 비추어, 수사를 한 의사소통(언어)을 

한 교육이 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사경찰이라는 직

무에 맞는 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범죄나 범죄피해 혹은 생활민원에 련된 사항

은 가장 가까운 출소 경찰 이 담당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

지만 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들이 외국인들과 의사소통

이 어려우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벡 등 출신 외국

인들이 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에게 피해사실을 알

리거나 구제받기 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4) 체류 외국인 신원확인의 어려움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의 범죄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신원확

인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은 출입국 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의무가 있고 1년 이상 체류자에 해서는 지문등

록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자에 해서는 출입국 기록조

회로 입․출국사항을 확인하거나 체류지의 구청이나 출입국

리사무소에 있는 외국인등록사항을 확인하면 신원확인이 가능

하다. 하지만 그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 로 기재한 경

우에는 다른 특별한 확인 방법이 없는 것이 실이다.

2. 대응방안
(1) 외사경찰 조직  인력 보강

외사경찰 련 문제의 요성을 인식한 경찰은 '06년 3월 외

사 리 실을 외사국으로 승격하여 외사 조직  인력의 강화

에 나섰으며, 3담당  6계의 조직을 3과 8계로 개편하 다.  그

러나 경찰청의 앙조직은 개선되었으나 외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지방청과 경찰서의 외사과(계)가 설치되지 않은 지

역이 아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선집행부서의 조직․인력 확

충이 실하고 특히 수사인력의 폭 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외사경찰 모집의 실화

외사경찰은 년1회 20명을 경장계 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으

며, 어, 국어, 일본어, 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

남어, 인니어의 8개 언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외국인 련 범죄가 증가하는 실에서 능숙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경찰 을 선발해야 할뿐만 아니라 경찰이  확보하

지 못하고 있는 이태리어, 히 리어, 키스탄어, 힌두어, 부루

나이어, 이란어, 포루투칼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터키어, 미얀

마어, 타갈로그어(필리핀)와 같은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력

을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합리 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경찰교육훈련기 에는 외국어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탁교육훈련으로 한국외국어 학교에 탁한 외국어과정(주,

야간)이 유일하며, 10-20주의 교육기간으로 년 2회에 걸쳐 60

명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외국인과 가장 먼

 을 하게 되는 방범경찰에 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순찰지구   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에게도 기 인 

회화가 가능한 정도의 교육은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

며, 이를 통하여 외사경찰의 인력난으로 인한 업무의 과 을 

어느 정도 해소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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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 에 비하여 외국인을 상으

로 한 자민원창구와 포탈사이트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과학

부, 노동부, 법무부 등 외국인 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통합하여 외국인통합 리시스템을 운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인 ․물  자원의 교류

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

인 노동자, 농어  지역의 증하는 국제결혼 등에 따라서 

재 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로

벌 시 에서 한국의 국제  상이 높아질수록 더욱 높아질 것

이다. 따라서 외국인 련 범죄의 증가도 필연 으로 증가할 것

이며 이에 한 경찰의 응능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