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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년」 발간에 즈음하여

안녕하십니까.

형사사법 분야의 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올해로 개원 30주년

을 맞게 되었습니다. 1989년 법무·형사정책 분야의 유

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 개원한 본 연구원은 지난 30년

간 범죄 동향과 대책, 형사법 및 형사정책의 이론과 실천

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1,500여편

에 이르는 연구보고서를 간행하여, 범죄 연구와 형사정책 

연구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을 통해 법

학과 범죄학, 사회과학들이 학문적 융합을 이루고, 장기

적인 연구 축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30년에 이르도록 

많은 직원들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연구원의 존립과 발

전에 학계, 언론,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3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논의하면서 저희 실무진들

은 “검소, 내실, 참여, 연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

다.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화려한 외관을 지양하면

서 예산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자는 게 검소입

니다. 연구원의 중심인 과거의 연구집적물을 충실하게 분

석하고, 장래를 향한 지표를 공감 속에 제시하자는 게 내



실입니다. 우리 내부의 행사가 아니라, 특히 국내의 소장 연구진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이끌어내고, 우리와 MOU를 맺고 있는 기관과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유관 학회

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유를 지향하자는 게 참여와 연대입니다. 이번 30주년에 준

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여, 30년간의 연구보고서

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를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범죄학

연구」 및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형사법연구」로 묶어 내놓습니다. 

이 두 권의 책자는 총 1,200쪽 이상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책자는 기왕의 

성과를 정리함과 함께 앞으로의 형사정책연구에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형사정

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

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모두 함께 형사정책연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

을 탐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국제학술회의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상반기엔 형사정책의 지

향점으로 <인간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하반기엔 <증거기반 형

사정책>의 실질화를 도모합니다. 인권과 과학의 두 관점에서 형사정책을 종합적으

로 조망하려는 기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탄생 100

주년이고, 인간존엄과 평등과 복지를 중심가치로 삼은 민주공화제의 국가상을 세운

지 한 세기에 이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존엄을 근본가치로 하여 형사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은 시대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공식 역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년」을 간행합니다. 2009년에 연구

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년」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본 30년 책자는 

2009~2019년 간의 연도별 주요 변천사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찾아 추가했



습니다. 연구원 설립시의 문서기록을 찾아 포함시키고, 기록과 사진 공모전을 통해 

전·현직 연구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내용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넷째, 공식적인 30년 책자와 함께, 우리의 삶과 인연을 모아가는 작업으로 「KIC

와 나」라는 에세이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한 전·현직 직원들과 임원들

의 연락처도 정비하고, 소중한 인연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에세이집은 연

구원의 또 다른 역사이며 삶입니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년」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역사를 담고 있습   

니다. ‘도표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분에서는 1989년 우리 연구원이 정원 32

명, 과제 8건, 예산 12억원에서 시작하여, 이후 정원 88명, 과제 70여건, 예산 135

억원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도별로 어떠한 행사가 있었는지도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대 원장과 함께’ 부분에서는 정해창, 한영석, 허은

도, 김택수, 공영규, 김경회, 이재상, 이태훈, 박상기, 김일수, 박상옥, 김진환 열 세

분의 원장님들이 연구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네 분의 원장님이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이 분들의 노력과 헌신은 우리 연구원의 역

사와 함께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

책연구원의 현재’ 코너에서는 과거의 추억을 소환해오는 사진들과 현재 연구원이 어

떠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외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활

동, 언론에 나타난 연구원의 모습, 연도별 연구사업 실적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 코너에서는 연구원에 재직하였던 

연구직, 행정직, 초빙연구위원, 파견 공무원은 물론 청년인턴과 공익/사회복무요원

들의 이름까지 근무기간과 함께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적지 않으

나, 이 한 권의 책자는 지난 30년의 시간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어떻게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30주년을 맞고 보니, 새삼 정말로 많은 분들의 정성과 협력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

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고마운 생각들이 새싹처럼 돋아납니다. 아울러 여

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존재와 존속을 가능케 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연구원들을 일러 ‘국책연구원’이라 하는데, 이는 ‘국가정책연

구원’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무엇인가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결국 

국책연구원은 국민정책연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원의 비전을 ‘국

민을 위한 형사정책 개혁의 씽크탱크’라 정리했습니다. 어떤 기관, 이익집단, 정파, 

개인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높

이에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도움 되도록, 우리의 전문적 소임을 다할 자세

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 인 섭



축    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사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

신 한인섭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한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1989년에 우리나

라가 형사정책연구원을 국책 연구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형사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

의 범죄현상을 볼 때 그러한 예측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마약류 범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다양한 형

태의 성 범죄, 청소년 범죄 및 피해의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은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그 동안 1,500여 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

부분의 형사정책적 쟁점을 연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중

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의 협력 하에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연구와 

정책이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한 바도 있습

니다. 



오늘날의 범죄현상은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형사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은 국제적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가입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화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방안도 활발하

게 강구하고 있음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서른 번째 생일을 맞아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과제의 

개발은 물론이고 기존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새로

운 사회환경에 적합한 연구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립 30주년을 축하하고 한인섭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축    사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입

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과 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신 정

해창 전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경

제·인문사회연구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989년 3월 16일 개원한 이

래 30년 동안 형사 관계 법령과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형사정책 수립과 범죄예방에 크

게 기여해 왔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으로

서, 그리고 우리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 세분의 역

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들과 한인섭 현 원장님, 그

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창설 30주년인 올해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

다. 지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

회 전반에 걸친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등 우리나라 형사정책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

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분출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

가권력의 농단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민주주의



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형사사법 분야의 여러 개혁과제들은 지난 30년 동안 실무와 연구의 조화, 사회과학

과 법학의 학제적 융합을 통하여 최고의 역량을 갖추게 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앞으로

도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합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공생하여 국

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훌륭한 정책연구를 통해 형사사법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일상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지속적으

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인권의 사각지

대에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기

여를 해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간 다져온 굳건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인섭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

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 경 륭



축    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 개원 30주년을 진심

으로 축하합니다.

이립(而立)의 연륜을 쌓으면서 세계적인 형사정책연구

기관으로 우뚝 선 오늘의 형정원을 지키고 이끄느라 불철

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섭 원장과 형정원 가족 여러분에

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형정원의 오

늘이 있기까지 소임완수에 헌신하신 열 세분의 역대 원장

과 퇴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무한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형정원의 설립 책임을 맡아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

과 함께 동분서주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년의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살이의 덧없음

과 함께 여러 가지 감개가 무량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형정원은 정말로 많은 일을 하였습    

니다. 끊임없는 과제연구를 통하여 1천5백 편에 이르는 

연구보고서, 50권 가까운 단행본,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117호 등을 발간하는 큰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범죄학대회와 아시아범죄학대회를 주최하였으며  

5년마다 개최되는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에서 여

러번 워크숍을 주관하는 한편 최근에는 테러방지·안전구

축·부패척결 등을 주제로 해마다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굴지의 범죄연구기관으로서 손색없는 

국내·국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우수연구기관 표창 그리고 2018년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은 그간의 성과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30년 그리고 오늘의 형정

원은 정녕 자랑스럽습니다. 관계자 모두가 큰 기쁨을 만끽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볼 때 조금도 자만하거나 안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사회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꺼번에 퀀텀점프(quantum jump)가 이루어지리라고 예견되고 있

습니다. 자연스레 범죄현상에도 감당하기 힘든 난제가 닥쳐올 것입니다. 연구기관의 

역할이 막중해질 것입니다. 조용히 중심을 잡고 침착한 관찰과 합리적 분석 그리고 

가능한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과 인권

에 대하여 날카로운 촉을 유지하는 것이 으뜸이 되어야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  

니다.

온갖 어려움이 중첩된다는 것은 좋은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형정원 전 직원의 

분발과 단합 그리고 힘찬 전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인섭 원장님의 훌륭하신 리더십 아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형정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19. 5. 우산흠흠재(牛山欽欽齋)에서 

정 해 창 삼가 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대원장, 현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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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립 안내

1988년과 1989년 당시 연구원의 설립배경 및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창간호에 게재된 설립 안내 내용과 당시 법무부의 관련 문서자료

의 사본을 함께 수록하였다.

1. 설립동기

•범죄의 양적, 질적 변화에 상응한 실태와 원인의 분석, 근본대책의 수립

•학계, 실무계를 연계한 과학적, 종합적인 형사정책연구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2. 성  격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한 특별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금, 연구사업수익 등으로 운영

형사정책연구소식 창간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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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  원

•이사장 金   璿  변호사

•이   사 崔錫元  전경우 회장

 金世權  변호사

 車鏞碩  한양대 법학연구소장

 丁海昌  원 장

 李源達  중앙일보 심의위원실장

 李壽成  서울법대 교수

 李鎭卨  경제기획원 차관

 金斗喜  법무부 차관

 曺圭香  문교부 차관

 金碩洙  법원행정처 차장

•감   사 李載厚  변호사

4. 연혁 및 활동

•88. 8.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법률 제4,016호) 공포, 시행

•88. 10. 15.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37호) 공포, 시행

•89. 3. 16. 초대 원장 임명(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 설립등기

•89. 3. 29. 제1회 이사회 개최

   - 이사장 선임

   - 주요규정 제정

•89. 6.  1. 업무개시

•89. 12.  1. 제1회 형사정책세미나 개최

   - 주제 : 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

▶ 형사정책연구소식 창간호(1990. 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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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6.7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안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의 문서기록물 | 1988.9.14 설립위원회 1차 회의록



23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88.9.14 설립위원회 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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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9.14 설립위원회 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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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문서기록물 | 1988.9.14 설립위원회 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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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문서기록물 | 1989.3.6 청사임대차계약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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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문서기록물 | 1989.3.15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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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15 사업계획서



3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의 문서기록물 | 1989.3.15 사업계획서



35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89.3.15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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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문서기록물 | 1989.3.15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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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15 정관인가 신청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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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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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문서기록물 | 1989.3.16 법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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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글씨 내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글씨 내력

연구원 서른 돌에 즈음하여 연구원에서 만났던 예술의 향기 물씬한 서화 작품들과 거

기 얽힌 몇몇 사연들을 한 번 더듬어보고자 한다.

평보(平步) 서희환(徐喜煥)

그림과 글씨를 좋아하는 애호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연구원은 흥미로운 내력을 가

진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로고에 컴퓨터 글씨체 외에 붓글씨나 캘리그래피 

등 예술작품을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데, 우리 연구원은 기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글씨 자체가 예술작품인 보기 드문 곳이다. 이는 정부기관

은 물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

구기관을 통틀어도 유일하다. 2003년 연구원에 처음 입사하여 이 글씨와 내 이름이 한 

공간에 박힌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의 흥분과 설렘이 지금도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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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글씨는 한글 서단의 대가인 평보(平步) 서

희환(徐喜煥)(1934-1995) 선생의 작품이다. 평보 선생은 근대의 명서가 소전(素荃) 손

재형(孫在馨) 선생의 제자로서, 전서(篆書)의 필법을 한글에 접목시킨 이른바 ‘국문전서

(國文篆書)’라는 스승의 서풍을 이어받아 고졸한 문기(文氣)와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세

계로 한글 서예의 미학적 영역을 새롭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이다. 국전(대

한민국미술대전의 전신) 연 3회 특선(1965-1967)과, 국전 사상 최초의 서예 부문 대통

령상 수상(1968)이라는 이력이 작가의 존재감을 말해준다. 

이 작품은 연구원 개원 당시 서화에 조예가 깊었던 정해창 초대 원장께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평보 선생께 휘호를 의뢰하여 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선생이 재직 중이던 

세종대학교로 완성된 작품을 받으러 갔던 연구원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작품 관리에 

엄격했던 선생답게, 작품은 몇 개월 간 구상과 습작의 산고를 거쳐 탄생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서각(書刻) 작품으로도 제작되어 연구원의 관문인 12층 현관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각의 작가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서각 작가를 지칭

하는 ‘각자장(刻字匠)’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각이 서예나 조각과 같은 예술

의 한 분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 연구원을 대표하는 이 작품은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및 「형

사정책연구소식」의 창간 이래로 그 제호로 사용되어 왔다. 이들 작품은 현재까지도 학

술지들의 현역 제호로 활약하며 학술지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이 책

들을 접할 때마다 ‘문자향서권기(文字香書卷氣)’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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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글씨 내력

한편 평보 선생은 연구원 개원 이듬해인 1990년에는 연구원 개원 1년을 기념하여 ‘한

그루 ’라는 글씨를 휘호하셨다. ‘ ’은 이른바 ‘ㄱ곡용명사’인 ‘나무(木)’의 옛말로, 휘호

는 ‘한 그루 나무’라는 의미이다. 평보 선생께서 좋은 뜻이 담긴 수많은 글귀 중에서 이

를 골라 쓰신 뜻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때까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형사정책 분야

에서 우리 연구원이 우뚝 선 한 그루의 나무처럼 많은 가지를 뻗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

라는 의미는 아니었을까? 이 작품의 쌍낙(작품을 받는 사람 표시)에는 “한국형사정책연

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선생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마

음이 숙연해진다.

무림(霧林) 김영기(金榮基)

연구원 소장 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림(霧林) 김영기(金榮基)(1947-) 선생의 

작품 ‘화이부동(龢而不同)’이다. 무림 선생은 약관 20세의 나이에 국전에서 최연소 입선

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후, 연 8회 입선 및 연 2회 특선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원로 서예

가이다. 현재는 한국서가협회 창립자이자 현재 한국서도협회 회장으로 서단을 이끌고 

있다. 무림 선생의 이 작품은 2003년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께서 우리 연구원

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 속의 글귀는 논어 자로(子路)편에 나오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不同), 소인동

이불화(小人同而不和)’라는 문구에서 따온 말이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

고, 소인은 부화뇌동하여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작품에서 ‘화(龢)’는 

화합할 ‘화(和)’와 같은 쓰임의 글자이다. ‘화(和)’는 남과 잘 어울려 어그러지는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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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을 말하며, ‘동(同)’은 이와 배치되는 의미에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끌려가

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 잘 화합하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는 것을 군자의 덕

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내용을 사람 간의 일상적 관계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이 글귀는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한편으로는 국가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는 기본적인 임무를 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견지한다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 작품의 내용이 “국가연구기관 구

성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도, 구성원 각자가 자신만의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일

까? 나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옷깃을 여미곤 한다.

*   이 글은 30주년 기념 에세이 ‘KIC와 나’에 기고한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글 중 일부를 정리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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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년

연도 원장 주요행사 조직 인원 과제 예산

1989 정해창

•  연구원 설립 등기(법률 제 4,016호 한국형사 

정책연구원법에 의거)

•김선 이사장 및 이사 선임

•정해창 원장 취임

•  제1회 형사정책세미나: 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

•부원장

•형사법연구실

•형사사법기관연구실

•범죄연구실

•청소년범죄 및 통계연구실

•기획운영실

•행정실

32명 8건 12억원

1990 정해창

•  제2회 형사정책세미나: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과학수사세미나: 첨단과학과 범죄수사

•  제3회 형사정책세미나: 경찰의 범죄대처능력 

향상방안

•정해창 원장 퇴임

•부원장

•형사법연구실

•형사사법기관연구실

•범죄연구실

•청소년범죄 및 통계연구실

•기획운영실

•행정실

47명 30건 22억원

1991 한영석

•한영석 원장 취임

•제5회 형사정책세미나: 범죄와 피해자

•  국제학술회의: 범죄와 범죄통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원장

•범죄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제1형사법연구실 

•제2형사법연구실

•형사사법기관연구실

•기획운영실

•행정실

58명 36건 29억원

1992
한영석/

허은도

•김선 이사장 및 이사 재선임

•한영석 원장 재선임

•  제7회 형사정책세미나: 약물남용의 현황과  

대책

•한영석 원장 퇴임

•허은도 원장 취임

•부원장

•제1범죄연구실

•제2범죄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범죄동향연구실

•형사사법기관연구실

•제1형사법연구실

•제2형사법연구실

•정책평가연구실

•기획운영실

•행정실

59명 35건 27억원

1993 허은도

•부원장

•범죄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범죄동향연구실

•형사사법기관연구실

•제1형사법연구실

•제2형사법연구실

•사법정책연구실

•기획운영실

•행정실

•부원장

•범죄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범죄동향연구실

•형사사법기관연구실

•제1형사법연구실

•제2형사법연구실

•사법정책연구실

•기획운영실

•행정실

63명 37건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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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원장 주요행사 조직 인원 과제 예산

1994 허은도

•  제12회 형사정책세미나: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국제학술세미나: 독일에서의 돈세탁 규제

•부원장

•범죄연구실

•교정보호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범죄동향연구실

•형사사법기관연구실

•제1형사법연구실

•제2형사법연구실

•사법정책연구실

•기획운영실

•행정실

66명 33건 28억원

1995
허은도/

김택수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유치

•허은도 원장 퇴임

•  제15회 형사정책세미나: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  국제학술세미나: 센겐조약과 국제형사사법 

협력

•김택수 원장 취임

•부원장

•범죄연구실

•교정보호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범죄동향연구실

•형사사법기관연구실

•제1형사법연구실

•제2형사법연구실 

•사법정책연구실

•기획운영실

•행정실

67명 34건 27억원

1996 김택수

•  국제학술세미나: 통일후 독일의 범죄동향과 

범죄대책의 변화

•제18회 형사정책세미나: 정보사회와 범죄

•제19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문화와 범죄

•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위원장 이수성)

•부원장

•제1연구부

•제2연구부

•제3연구부

•기획운영실

•행정실

67명 20건 31억원

1997
김택수/

최영광

•김택수 원장 퇴임

•국제학술세미나: 마약과 국제범죄

•제20회 형사정책세미나: 사회변동과 범죄

•최영광 원장 취임

•부원장

•제1연구부

•제2연구부

•제3연구부

•기획운영실

 •행정실

62명 21건 33억원

1998 최영광/

공영규

•최영광 원장 퇴임

•공영규 원장 취임

•  이수성 이사장 선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

•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변화하는 세계 속의 

범죄와 형사정책 – 아시아 및 세계적 관점

•범죄동향연구팀

•형사사법제도연구팀

•청소년범죄연구팀

•특수범죄연구팀

•국제협력팀

•사무국

•행정실

47명 22건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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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년

연도 원장 주요행사 조직 인원 과제 예산

1999
공영규/

김경회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공영규 원장 퇴임

•김경회 원장 취임

•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부패사범의 처벌 

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  제24회 형사정책세미나: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범죄동향연구팀

•형사사법제도연구팀

•청소년범죄연구팀

•특수범죄연구팀

•국제협력팀

•사무국

43명 35건 26억원

2000 김경회

•국제학술세미나: 미래와 한·독·일의 형법

•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  제26회 형사정책세미나: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범죄동향연구실

•형사사법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특수범죄연구실

•국제형사사법연구실

•초빙연구위원실

•연구부

•행정실

43명 48건 29억원

2001
김경회/

이재상

•  국제학술세미나: 착상전 유전자 진단과 배아 

연구

•  제27회 형사정책세미나: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시민의식 제고방안

•김경회 원장 별세

•이재상 원장 취임

•  제28회 형사정책세미나: 21세기 보호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범죄동향연구실

•형사사법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특수범죄연구실

•국제형사사법연구실

•초빙연구위원실

•기획조정실

•행정실

43명 38건 31억원

2002 이재상

•  제29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 부패방지의  

현주소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  Hans-Ludwig Schreiber, Hans Lilie 교수  

초청강연

•  제30회 형사정책세미나: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

•범죄동향연구실

•형사사법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특수범죄연구실

•국제형사사법연구실

•초빙연구위원실

•기획조정실

•행정실

43명 62건 37억원

2003 이재상

•국회도서관과 교류협정 체결

•  제31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의 금융범죄의 

실태와 대책

•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와 교류협정체결

•국제학술세미나: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

•범죄동향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특수범죄연구실

•형사사법연구실

•국제형사사법연구실

•초빙연구위원실

•기획조정실

•행정실

42명 69건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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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재상/

이태훈

•중국 사법부 범죄예방연구소와 교류협정체결

•  제33회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사법개혁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유엔 마약 및 범죄국과 협정체결

•유엔형사사법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가입

•이재상 원장 퇴임

•이태훈 원장 취임

•  제34회 형사정책세미나: 동북아시아 마약문제

의 실태와 해결방안

•범죄동향연구실

•교정보호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사이버범죄연구실

•형사사법연구센터

•마약ㆍ조직범죄연구센터

•연구위원실

•기획조정실

•행정실

41명 68건 46억원

2005 이태훈

•법무연수원/경기대/성균관대와 교류협정 체결

•유엔범죄총회 제6워크숍(사이버범죄) 주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미국 샘휴스턴주립대, 경희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제36회 형사정책세미나: 인신구속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국제범죄동향연구실

•교정보호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사이버범죄연구실

•형사사법연구센터

•마약ㆍ조직범죄연구센터

•연구위원실

•연구ㆍ경영국

•행정실

48명 78건 53억원

2006 이태훈

•제37회 형사정책세미나: 사형 - 쟁점과 대안

•중국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중국 서남정법대학과 교류협정체결

•핀란드 HEUNI와 교류협정체결

•  공동 학술세미나: 형법,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화

•공동 국제학술회의: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국제범죄동향연구실

•교정보호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사이버범죄연구실

•형사사법연구센터

•마약ㆍ조직범죄연구센터

•연구위원실

•연구ㆍ경영국

•행정실

45명 82건 61억원

2007
이태훈/

박상기

•  국제학술세미나: 한·중형사사법공조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이태훈 원장 퇴임

•박상기 원장 취임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베트남 시범

•형사법연구센터

•특수범죄연구센터

•범죄피해자연구센터

•국제협력센터

•범죄동향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교정보호연구실

•연구위원실

•기획조정본부

•행정실

43명 79건 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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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박상기

•  제4차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준비

회의

•춘계학술세미나: 개정소년법과 소년사법

•  제5차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전문가 자문단 회의

•  추계학술세미나: 사이버 문화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증가와 대응방안

•  국제학술세미나: 형사특별법 개정의 국제적 

동향

•형사법연구센터

•범죄연구센터

•교정보호 및 청소년범죄연구센터

•대외협력센터

•파견연구위원실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51명 61건 70억원

2009 박상기

•[국제학술회의]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  [국제학술회의] 세계 속의 보호관찰 그 성과와 

과제

•  [공동학술회의] 형법 개정의 쟁점과 검토 :  

죄수·형벌론 및 형법각칙

•  [한·독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독일의 형사 

입법 및 형사정책의 동향

•  [한·중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중국의 형사 

사법 및 법교육 현황

•형사법연구센터

•범죄연구센터

•청소년범죄연구센터

•교정·보호연구센터

•대외협력센터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47명 91건 83억원

2010
박상기 / 

김일수

•  [제1회 형사사법포럼]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

와 보호·지원정책

•  [춘계형사정책세미나] 형사사법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  [한·독 공동학술회의] 법과 법학에 대한  

도전들

•  [공동학술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의 쟁점과  

검토

•[국제학술세미나] 한국과 중국의 기업범죄

•박상기 원장 퇴임

•김일수 원장 취임

•형사법연구센터

•범죄연구센터

•청소년범죄연구센터

•교정·보호연구센터

•범죄통계·조사센터

•대외협력센터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49명 85건 85억원

2011 김일수

•  [제2회 형사사법포럼] 이성의 빛과 형사사법

의 진실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의 셉테드 현황과 과제

•[추계 국제학술회의] 법과학과 형사정책

•[형사정책 학술세미나] 내사의 쟁점과 과제

•융합형법연구센터

•예방처우연구센터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국제형사사법연구센터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54명 71건 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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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김일수

•  [제3회 형사사법포럼]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판 : 공판절차의 선진화

•[공동국제학술회의] 세계 속의 한국 피해자학

•  [형사정책세미나]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

적 대응방안

•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성장과 안전:  

아시아 지역 범죄와 형사정책의 재조명”

•  [형사정책세미나]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  [국제공동학술대회]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

의 성과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제공동학술대회] 아시아 보호관찰제도의 

전망과 과제

•[제2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부원장

•융합형사법연구센터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국제협력연구센터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감사실

61명 97건 104억원

2013 김일수 

•  [춘계학술대회] 주제: ‘안전,범죄 그리고 형사

절차’ 

•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 한독 형법에서  

생명보호

•  [국제공동학술회의] 한국과 미국의 범죄피해

조사 및 정책비교 연구 

•  [세계범죄포럼 제1회 아시아지역 대회] 정보사

회와 사이버범죄 : 범죄학 및 형사사법적 도전 

•  [공동학술회의] 기쁨과 희망은행 출소자 지원

사업 5년에 대한 평가 

•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동북아의 안정

과 발전 및 형사법의 협력방안 

•  [추계학술대회] 지식융합시대의 뇌과학과 형법 

•  [제4회 형사사법포럼]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  [입법정책세미나] 전자금융 피해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김일수 원장 퇴임

•융합형사법연구센터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국제협력연구센터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감사실

66명 63건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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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박상옥

•박상옥 원장 취임

•  [공동학술회의]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과제

•  [공동학술회의] 형사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망

•  [제5회 형사사법포럼] 경제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과제

•  [법무·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세미나]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

능력

•  [제1회 KIC 국제포럼] 부패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무관용, 법질서, 정상화

• [국제회의] 범죄통계와 범죄피해자조사 지역

별 회의

•일반사회범죄연구실

•산업경제범죄연구실

•사법기관·법제도연구실

•범죄통계조사센터

•국제협력센터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감사실
66명 102건 113억원

2015
박상옥/

김진환

•박상옥 원장 퇴임

•김진환 원장 취임

•  [제6회 형사사법포럼] 재난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

• [제2회 KIC 국제포럼] 안전사회구축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과 전략

• [공동학술회의] 스레브레니차 사건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 [공동학술회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개선

방안

• [공동학술회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접근

•일반사회범죄연구실

•산업경제범죄연구실

•사법기관·법제도연구실

•범죄통계조사센터

•국제협력센터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감사실

69명 86건 123억원

2016 김진환

• [공동학술회의] 위험사회의 도래와 안보형사

법의 과제

•[공동학술회의] 교정정책의 현대적 과제

• [제4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사이버범죄와 

테러범죄에 대한 동북아 대응전략 추계

• [한·중 국제학술대회]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포럼

•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지역회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범죄통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한 기여

• [국제학술대회] 형사절차상 디지털포렌식 

발전방향

• [제3회 KIC 국제포럼] 테러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 [제7회 형사사법포럼] 신뢰의 프리즘으로 본 

형사사법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형사법연구실

•일반범죄연구실

•특수범죄연구실

•사법개혁연구실

•미래첨단연구실

•국제전략협력실

•범죄통계연구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감사실

72명 86건 1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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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원장 주요행사 조직 인원 과제 예산

2017 김진환

• [국제학술회의] 각국의 Computer Forensic에 

관한 기술 동향

• [국제학술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안전정책 발전방향

•[공동학술회의] 한국안보형사법의 현대적 의의

•[공동학술회의] 최근 형사정책의 성과와 전망

•[공동학술회의] 한국의 형사사법개혁

• [공동학술회의] 지역사회 기반의 범죄예방 

환경 구축

• [제8회 형사사법포럼]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정책토론회]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안전사회

• [제4회 KIC국제포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론회]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응 방안

• [공동심포지움] 마약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형사법연구실

•일반범죄연구실

•특수범죄연구실

•사법개혁연구실

•인권·미래정책연구실

•국제전략협력실

•범죄통계연구실

•연구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감사실

73명 76건 128억원

2018
김진환/

한인섭

•[공동세미나] 불법도박 규모산정 표준모델 개발

•[정책세미나] 사이버 형사사법공조 정책현안

• [공동세미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릴레이  

정책세미나

•김진환 원장 퇴임

•한인섭 원장 취임

• [공동학술대회]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 [공동세미나] 제3회 AI 혁신포럼 아이포닷  

저스티스

•[공동학술대회] 음주와 양형

• [제9회 형사사법포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사이버 명예훼손제도 개선

• [공동세미나]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향

의 모색

• [정책간담회] 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2018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국제포럼] 한·러 사이버보안 법정책 포럼

•형사법제연구실

•범죄조사연구실

•부패·경제범죄연구실

•범죄예방·처우연구실

•법무·사법개혁연구실

•기획조정실

•행정실

•감사실

78명 74건 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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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년

연도 원장 주요행사 조직 인원 과제 예산

2019 한인섭

•  [공동학술대회]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문

개정 입법안과 외국입법례 연구

•[공청회] 교특법 폐지 및 대체 입법 공청회

•형사법제연구실

•범죄조사연구실

•부패·경제범죄연구실

•범죄예방·처우연구실

•법무·사법개혁연구실

•기획조정실

•행정실

•감사실

88명

(4월10일 

현재)

29건

(4월10일 

현재)

135억원

   





초대 정해창 원장(1989. 3. 16 - 1990. 12. 26)

제2·3대 한영석 원장(1991. 1. 28 - 1992. 6. 25)

제4대 허은도 원장(1992. 8. 1 - 1995. 3. 15)

제5대 김택수 원장(1995. 9. 27 - 1997. 4. 6)

제6대 최영광 원장(1997. 10. 1 - 1998. 3. 31)

제7대 공영규 원장(1998. 4. 15 - 1999. 3. 2)

제8대 김경회 원장(1999. 5. 19 - 2001. 8. 6)

제9대 이재상 원장(2001. 9. 3 - 2004. 9. 21)

제10대 이태훈 원장(2004. 9. 22 - 2007. 10. 2)

제11대 박상기 원장(2007. 11. 16 – 2010. 11. 15)

제12대 김일수 원장(2010. 11. 16 - 2013. 11. 15)

제13대 박상옥 원장(2014. 1. 17 - 2015. 1. 31)

제14대 김진환 원장(2015. 6. 8 - 2018. 6. 7)

제15대 한인섭 원장(2018. 6. 18 - 현재)



역대 원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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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초대 정해창 원장(1989. 3. 16 - 1990. 12.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탄생

연구원 개원식

 초대 원장 정 해 창 (1989. 3. 16 - 1990. 12. 26)

범죄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우리나라의 민생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중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

으나 도시화·산업화에 따르는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범죄가 크게 증

가하였으며, 인신매매 등이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90

년 절정에 달하여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범죄가 사회의 

중심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범죄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져 당시 법

무부장관이던 정해창 장관을 중심으로 형사정책과 범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기구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다. 1988년 8월 5일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국형사

정책연구원법(법률 제4016호)이 공포, 시행되면서 연구원의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1989년 3월 16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원장이 임명되면서 6월 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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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개시하였다. 설립준비는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이정수 부장검사와 선우영 검사 

등과 전상근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직, 서울대학교에서 지원나온 이승호, 이호

중 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었다. 7월 1일 첫 공채 연구원이 입사하면서 연구원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2월 1일 개최된 제1회 형사정책세미나(민생 치안의 실태와 대책)는 일간

지 1면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연구원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관심

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궤도를 찾기 시작하였다.

연구원의 설립초기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김준호, 심영희, 신동운 교수 

등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와 신진인력인 연구원에 대한 교육을 맡도록 하였

으며, 1990년 이재상 교수를 부원장으로 초빙하여 부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유기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설립 초기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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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2, 3대 원장 한영석(1991. 1. 28 - 1992. 6. 25)

한영석 원장 취임식

 제2, 3대 원장 한 영 석 (1991. 1. 28 - 1992. 6. 25)

1991년 1월 30일 정해창 초대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해 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전서울고검 검사장 한영석 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한영석 원장은 정해창 원장

의 잔여임기 1년을 채우고 1992년 2월 21일 제3대 원장으로 재선임되었다.

한영석 원장은 형사정책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연구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전임 원장의 기조를 이어받아 형사정책이라는 학문의 기반이 취약한 현실을 개

선하기 위해 연구인력의 확충과 연구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형사정

책을 전공한 연구인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재상 부원장을 중심으로 초빙연구위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교수들을 연구실장으로 보임하여 연

구원들을 지도하도록 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도서실의 시설과 전

공도서의 확충을 통해 연구원이 형사정책연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획조정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검사가 맡도록 하여 초창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일

형사정책연구의 기반구축과 이해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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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구원의 조직이 확장되고 형사정책이 관

심분야로 등장하면서 신진 연구인력들을 보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계와 실무계의 연

계를 통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형사정책의 확산을 위해 광주

시와 공동으로 지방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원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제1회 국제학술회의

형사정책세미나

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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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4대 원장 허은도(1992. 8. 1 - 1995. 3. 15)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능력의 향상

허은도 원장 취임식

 제4대 원장 허 은 도 (1992. 8. 1 - 1995. 3. 15)

한영석 원장이 3대 원장에 취임한지 오래되지 않아 법제처장으로 영전하면서 법무연

수원장을 지낸 허은도 원장이 1992년 8월 1일 제4대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허은도 원장은 1995년 9월까지 3년 이상을 재임하면서 1995년 1월 1998년 개최예정

인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를 유치하는 등 연구원이 국내를 벗어나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안

정적 연구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부출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형사정책연구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형사정책연구기금은 법적인 장치는 마련하였으나 신규 기

금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허은도 원장은 인재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그 동안 파견검사가 맡아오던 기획운영실장에 연구원 내부인

력을 보임하는 등 내부인력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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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세미나

종무식

국제범죄학회 피카 교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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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5대 원장 김택수(1995. 9. 27 - 1997. 4. 6)

김택수 원장 취임식

 제5대 원장 김 택 수 (1995. 9. 27 - 1997. 4. 6)

허은도 원장의 퇴임후 약 6개월간의 공백기를 거쳐 1995년 9월 27일 제5대 원장으로 

김택수 전 부산고검장을 선임하였다. 이 시기는 연구원의 내부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형사정책분야가 주요 관심분야로 등장하는 시기였다. 내부연구인력의 성장을 감안하여 

연구실을 개편하여 3개의 연구부로 연구실을 통합하면서 내부인력을 연구부장으로 발

탁하는 등 연구원 내부인력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12회 범죄학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96년 12월 이수성 전총리를 위원장으

로 하는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회’를 창립하고, 산하에 ‘세계범죄학대회 준비사무국’

을 설치하여 세계범죄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연구역량 강화와 세계범죄학 대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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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회 창립

국제범죄학회 셔먼 학술위원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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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6대 원장 최영광(1997. 10. 1 - 1998. 3. 31)

최영광 원장 취임식

 제6대 원장 최 영 광 (1997. 10. 1 - 1998. 3. 31)

김택수 원장의 퇴임후 약 5개월간의 공백을 거친후 1997년 10월 1일 제6대 원장으로 최

영광 전 법무연수원장이 취임하였다.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세계범죄학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외환위기로 연구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으

나 흔들림 없이 세계범죄학대회를 준비하는 한편, 범죄학대회가 외국인만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연구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범죄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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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최영광 원장과 직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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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7대 원장 공영규(1998. 4. 15 - 1999. 3. 2)

세계범죄학대회의 개최와

구조조정에 따른시련

공영규 원장 취임식

 제7대 원장 공 영 규 (1998. 4. 15 - 1999. 3. 2)

최영광 원장의 퇴임 이후 1998년 4월 15일 제7대 원장으로 공영규 전 부산고검장을 

선임하였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범죄학대회가 가장 중심적인 

임무였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착실한 준비를 거쳐 1998년 8월 24일부

터 29일까지 “변화하는 세계속의 범죄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계범죄학대회에는 전세계 약 1,200여명의 범죄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참

석하여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범죄 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

다. 범죄학대회는 총회, 논문발표회, 원탁토론회 등으로 구성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주

도적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범죄학대회가 끝난 후 안타깝게도 그 동안 정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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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원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아

픔을 딛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가

의 중추적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

력을 경주하였다. 남은 사람들도 급여

삭감, 연봉제 시행 등을 통하여 연구원

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99.1.29. 법률 

제5733호) 시행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은 폐지되고, 연구원의 독립이사회가 해산되

고 국무총리실 산하 연합이사회 중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로 소관이 이관되었다.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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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8대 원장 김경회(1999. 5. 19 - 2001. 8. 6)

재도약을 위한 정비

김경회 원장 집무실

 제8대 원장 김 경 회 (1999. 5. 19 - 2001. 8. 6)

어려운 시기를 지낸 후 인문사회연구회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1999년 5월 19일 8대 원

장인 김경회 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취임하였다. 연구회체제의 출범과 함께 기존 연구

기관에 예산으로 배정되던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각 부처의 정책 연구비로 책정하고 다

른 기관과 경쟁하에 수탁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등 새로운 경쟁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력조정, 체제개편 등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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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일본 형법학자 연구원 방문

준법운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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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9대 원장 이재상(2001. 9. 3 - 2004. 9. 21)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도약을 위한 준비

이재상 원장 취임식

 제9대 원장 이 재 상 (2001. 9. 3 - 2004. 9. 21)

이재상 원장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체제가 개편되고 축소된 조직하에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던 연구실을 개별연구실체제

로 바꾸어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원의 사기를 높였다.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한편,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04년 7월 19일 UN 

마약·범죄국(UNODC) 산하 형사사법프로그램 네트워크기관(UNPNI)에 가입함으로써 

연구원의 국제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학계와의 교류활성화에도 노력하여 이화여대, 연

세대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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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

UNODC와 교류협정 체결

연세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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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10대 원장 이태훈(2004. 9. 22 - 2007. 10. 2)

한국을 넘어 세계로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

 제10대 원장 이 태 훈 (2004. 9. 22 - 2007. 10. 2)

이재상 원장의 뒤를 이어 이태훈 원장이 취임하였다. 이태훈 원장은 연구원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함께 대내외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05년 4월 16

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11회 UN 범죄방지총회에서 사이버범죄 워크숍을 주관하는 등 활

발한 국제활동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였다. 유엔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유엔 마약·범죄국과 공동으로 「사이버범죄방지교육을 위한 가상포럼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에 공

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연구원으로 확고한 자리매김

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외 많은 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원의 국제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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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전문가회의

제14회 세계범죄학대회 

중국 북경사범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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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11대 박상기 원장(2007. 11. 16 – 2010. 11. 15)

형사정책연구 허브기관으로의 도약

박상기 원장 취임식

 제11대 원장 박 상 기 (2007. 11. 16 – 2010. 11. 15)

박상기 원장의 재임기간 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 동안 연구원이 이룩한 업적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형사정책연구 허브기관’으로 도약

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았다. 기존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실질화하고, 유

엔과의 협력 또한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형사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좋은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증대와 직원의 처우 개선과 복

리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적으로는 UNPNI기관으로서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가상포럼’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했고, 2010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유엔 범죄방지총회에서 워크숍을 주

관하였으며, Asiajust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형사정책연구 허브기관으로 도약  

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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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동안 특히 사이버범죄의 심각

성과 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가상포럼을 개최하여 구체적

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학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공동연

구 형태의 연구사업 개발에 물꼬를 터 이

후 학계와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수행되

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3월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연구원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였다. 더 나

아가, 연구원에 재직한 교수와 실무진을 

초청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학계에 포진

하는 연구원 출신 교수와 파견 공무원들

의 자부심을 높이고 위상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에서 
태국대표단과 환담

20주년 기념식

UNODC와 공동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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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12대 원장 김일수(2010. 11. 16 - 2013. 11. 15)

성장과 안전: 아시아지역 범죄와  

형사정책의 재조명

김일수 원장 취임식

 제12대 원장 김 일 수 (2010. 11. 16 - 2013. 11. 15)

김일수 원장의 재임기간은 위험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범죄현상과 대책에 초점을 맞추

어, 위험사회 형사정책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중심으로 하여 형사정책 연구의 범위와 방

향을 재편하는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2012년 제12회 아시아범죄학대회를 주최하면서

(Development & Security : Rethinking Crime and Criminal Policies in Asia) 아시

아 지역의 형사정책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아시아지역의 형사정책 발

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으로 재임 기간은 국가차원의 연구 환경변화에 맞추어 연구원의 역할변화에 대한 

대외적 요구와 압력이 큰 시기였다. 연구원의 능력위주 평가 및 성과연봉제 강화 등 민

감한 사안들에 대한 연구원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도 또한 필요했다. 김일수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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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의 적절한 의견조율을 통하여 효율적 연구능력 확보와 질적 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힘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형사법관련 학회와 실무 교류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형사사법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였던 것도 이 시기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과제 개발범위가 확장될 수 

있었고, 공동세미나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범죄문제와 대책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

는 등 교류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 MOU 중국연구단 방원

독일연방형사청 MOU 아시아범죄학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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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13대 원장 박상옥(2014. 1. 17 - 2015. 1. 31)

안전과 형사정책: 현안중심의 

형사정책 발전

박상옥 원장 취임식

 제13대 원장 박 상 옥 (2014. 1. 17 - 2015. 1. 31)

재임기간 중 터진 세월호 사건(2014. 4. 16.)은 한국 형사정책 연구의 방향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임기간 동안 국가재난 대응 문제와 위기관리   

문제, 그리고 형사정책 대응방안 등의 현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이와 같은 위기는 

연구원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

였다.

연구원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먼저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다. 이슈페이퍼는 현안 

중심의 형사정책 이슈를 개발,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학계 및 실무계에서 현안 중심

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1회 KIC 국제포럼(반

부패 포럼 “부패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무관용, 법질서, 정상화”(2014.12.3.~4))을 



87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개최하여 부패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포럼

은 현재까지 부패문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적 이슈 개발과 협업 

기회를 이어가는 중요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박상옥 원장은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을 경험하면

서, 형사정책 현안 중심의 과제발

굴과 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은 연구원 발간 학술지인 “형사정

책연구” 100호 기념 전문가 좌담

회에서 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허심탄회하고도 

깊이 있는 대담에 잘 드러나 있

다. 또한 이 자리에서 나온 전문

가 의견은 형사정책연구 및 연구

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후

학들에게 하나의 좌표로서 제시

되고 있다.

국립외교원 MOU

제25주년 기념 춘계학술세미나

제5회 형사사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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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14대 원장 김진환(2015. 6. 8 ~ 2018. 6. 7)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강화: 형사정책연구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김진환 원장 취임식

 제14대 원장 김 진 환 (2015. 6. 8 ~ 2018. 6. 7)

김진환 원장은 실무가출신이었지만,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열정 또한 대단하였다. 주요 

형사법관련 학회의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여 학계에서도 상당히 인

지도가 높다. 재임기간은 연구원이 쌓아온 주력 연구사업과 국내외 교류가 그 어느 때

보다 활성화되어 연구원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확장한 시기로 평가

할 수 있다.

이슈페이퍼 발간을 정례 업무화하여 연구성과의 확산에 힘을 쏟았으며, 일본 법무연

수원(UNFELI)과 게이오대학, 태국 법무연구소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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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어 연구성과의 확산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한국형사법학회를 필두로 한국형사정책학

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국내 여러 유관 학회와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긴밀

한 학술교류를 유지·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부패포럼 등 국제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원 역량 강화와 국제교류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연구원의 내실

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갔다. 

개별 연구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학계 및 실무계와의 공동 세미나를 장려했고, 

연구사업별 토론회와 세미나를 활발히 

개최했다. 이를 통하여 연구원의 대내외

적 위상제고와 연구성과의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 

연구원은 평가체계가 도입된 지난 10년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

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연구원 내부적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

지에 “원로와의 대담” 란을 마련하였는

데, 이는 연구원 설립과 함께 그 기틀을 

다져오신 역대 원장들과 형사정책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교수들의 지혜와 

투지를 후학들에게 전수해주는 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30주년에 

이르는 동안 연구원이 있기까지 선배들

의 노력과 수고를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2017년 4월 개원이래 처음으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전·현직 

구성원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였고, 

2018년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으로 연구

원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사법개혁 공동학술세미나

일본 츄오대학 법학전문대학원 MOU

한국셉테드학회 공동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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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원장과 함께 | 제15대 원장 한인섭(2018. 6. 18 – 현재)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싱크탱크

한인섭 원장 취임식

 제15대 원장 한 인 섭 (2018. 6. 18 – 현재)

한인섭 원장은 ‘국책연구원’을 ‘국민정책연구원’의 줄임말로 이해한다. 때문에 연구원

은 어떤 기관, 이익집단, 정파, 개인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주인인 국민

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우리의 전문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장은 대학에서 형사정책과 인권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가인 김병로> <인권변론 한 

시대> <100년의 헌법> 등 다수의 저작을 남긴 바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사법

개혁 의제를 주장하고,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냈다. 연구원장 취임 직전까지 법무부 ‘법

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수사권조정, 인권

수사준칙 등과 관련한 정책 구현에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경력 등을 배경으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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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을 위한 다양한 연구주제 발굴과 인권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융합적 연

구를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협동연구’를 주요 경영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원장은 지난 30년간의 연구 성과를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Ⅱ」로 정리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원이 나아갈 길을 재정립하고 있다. 연구원은 ‘학회의 바다위

에 떠있는 배’라는 인식 하에, 국내외 학계 및 학회와의 공동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

히 소장학자의 연구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장은 연구원 운영에 있어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연구원 보고

서 발간사를 원장 명의가 아닌 연구책

임자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

다. 기존 5단계로 되어 있던 근무평정 

방식을 3단계로 바꾸고 등급 간 격차

를 줄여 구성원들이 평정에 구애됨이 

없이 자율적으로 연구와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형사

정책연구협의회 구성원 다양화, 정책

연구협의회 대상 확대, 양형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등 MOU 체결 기관 다양화와 실

질적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검소, 내실, 참여, 연대’라는 원칙

하에 연구원 개원 30주년 행사를 준

비하고 있다.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고, 국민을 위한 연구, 현장성 있는 

정책연구를 뒷받침 할 자세로 임하고 

있다.

공동 국제포럼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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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88년 ~ 1989년

◦ 1988. 8.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법률 제4016호) 공포, 시행

◦ 1988. 9. 14. 제1차 설립위원회 개최

◦ 1988. 10. 15.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37호) 공포, 시행

1988년

◦ 1989. 3. 15. 제2차 설립위원회 개최

◦ 1989. 3. 16.  초대 정해창 원장 취임 

초대 이사회 (김선, 김세권, 최석원, 차용석, 이수성, 이원달) 

초대 이재후 감사 선임

◦ 1989. 3. 29. 초대 김선 이사장 선임 

◦ 1989. 6. 1. 업무개시

◦ 1989. 6. 14. 국제학술세미나 <21세기에 예측되는 범죄상황> 

◦ 1989. 8. 2. 국제학술세미나 <확률과정에 의한 재소상태의 모형화>

◦ 1989. 12. 1. 제1회 형사정책세미나 <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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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형사정책세미나

연구원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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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0년 ~ 1991년

형사정책세미나 

과학수사세미나

◦ 1990. 4. 12. 제2회 형사정책세미나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 1990. 10. 19. 과학수사세미나 <첨단과학과 범죄수사>

◦ 1990. 11. 2. 제3회 형사정책세미나 <경찰의 범죄대처능력 향상방안>

◦ 1990. 12. 26. 정해창 원장 퇴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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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제학술회의

형사정책세미나 

◦ 1991. 1. 30. 제2대 한영석 원장 취임

◦ 1991 3. 14. 이재후 감사 재선임

◦ 1991. 4. 26. 제4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 1991. 9. 13. 제5회 형사정책세미나 <범죄와 피해자>

◦ 1991. 9. 27.  국제학술세미나 <피해자학의 제문제>

◦ 1991.  10.  15.  국제학술회의 <범죄와 범죄통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10. 17. 

◦ 1991. 11. 29.  제6회 형사정책세미나 <교정의 현실과 진로>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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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2년

◦ 1992.  1.  15.  국제학술세미나 <일본에 있어서의 검사기소재량과 그 통제>

◦ 1992.  2.  21.    제2대 이사회 (이사장 및 이사 유임) 

한영석 원장 재선임

◦ 1992.  4.  10.  국제학술세미나 <사회붕괴, 사회변혁과 범죄의 전개>

◦ 1992.  4.  24.  제7회 형사정책세미나 <약물남용의 현황과 대책>

◦ 1992. 5. 8. 국제학술세미나 <교정처우의 실태와 전망>

◦ 1992. 6. 8.  국제학술세미나 <독일과 유럽의 약물통제정책>

◦ 1992.  6.  25.  한영석 원장 퇴임

◦ 1992. 8. 1.  제4대 허은도 원장 취임

◦ 1992.  10.  30.  제8회 형사정책세미나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 1992.  11. 26. 국제학술세미나 <환경규제법규의 새로운 동향>

1992년

형사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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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세미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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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년

◦ 1993.  3.  13.  이재후 감사 재선임

◦ 1993.  4.  30.  제9회 형사정책세미나 <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

◦ 1993.  5.  12.  국제학술세미나 <미국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대책>

◦ 1993.  6.  15.    국제학술세미나 <1980년대 남성재소자와 여성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 비교>

◦ 1993.  6.  25.  국제학술세미나 <체제통일 및 변화에 따른 형사정책의 방향>

◦ 1993.  9.  24.  국제학술세미나 <약물범죄수익박탈제도 : 약물범죄수익의 몰수>

◦ 1993.  10.  29.  제10회 형사정책세미나 <의료와 형법>

◦ 1993.  11. 4.  국제학술세미나 <일본의 폭력범죄와 폭력단속법에 관하여>

◦ 1993.  11.  12.  제11회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 1993.  11.  26.  국제학술세미나 <일본의 폭력범죄의 현황과 폭력단 대책법>

1993년

형사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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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종무식



1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년

◦ 1994. 4.  29.    제12회 형사정책세미나/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 1994. 9.  14.  국제학술세미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하여>

◦ 1994. 9.  30.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 1994.  11.  18.  제14회 형사정책세미나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방안>

◦ 1994.  12. 9.  국제학술세미나 <독일에서의 돈세탁 규제>

1994년

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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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세미나 

춘계 체육대회



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년

◦ 1995. 1.  22.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유치

◦ 1995. 3.  15. 허은도 원장 퇴임

◦ 1995. 3.  14.   제3대 이사회 (김세권, 최석원, 이수성, 최상엽, 이형국, 송진혁) 

이재후 감사 재선임

◦ 1995. 4.  14.  김세권 이사장 선임

◦ 1995.  4.  28.  제15회 형사정책세미나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 1995 9.  18.  국제학술세미나 <센겐조약과 국제형사사법협력>

◦ 1995.  9.  27.  제5대 김택수 원장 취임

◦ 1995.  9.  29.  제16회 형사정책세미나 <형사학 연구방법의 평가와 전망>

◦ 1995.  10.  16.    국제학술세미나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 : 형사사법 및  

형벌체계에 있어서의 약물문제>

◦ 1995.  10.  27.    제17회 형사정책세미나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실태 및 개선방안>

1995년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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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세미나 

추계체육행사



1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년

◦ 1996. 1. 23. 국제학술세미나 <통일후 독일의 범죄동향과 범죄대책의 변화>

◦ 1996.  5. 21. 제18회 형사정책세미나 <정보사회와 범죄>

◦ 1996. 7. 18.   국제학술세미나 <최근 기업비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윤리의식 차이>

◦ 1996. 11. 29. 제19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문화와 범죄>

◦ 1996. 12. 14.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 이수성) 발족

1996년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회 창립



107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세미나



1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7년

◦ 1997. 3.  14.  이재후 감사 재선임

◦ 1997. 4. 6.  김택수 원장 퇴임

◦ 1997. 6.  16.  국제학술세미나 <마약과 국제범죄>

◦ 1997. 6.  17.  제20회 형사정책세미나 <사회변동과 범죄>

◦ 1997.  10.  1.  제6대 최영광 원장 취임

◦ 1997.  11.  14.  제21회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1997년

제1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

김택수 원장과 직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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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세미나

종무식



1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8년

◦ 1998. 3.  31.  최영광 원장 퇴임

◦ 1998. 4.  15.    제7대 공영규 원장 취임  

제4대 이사회 (이수성, 이형국, 류근일, 한영석, 김세원,  

김성남, 공영규)

◦ 1998. 8.  24.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 8.  29. <변화하는 세계속의 범죄와 형사정책: 아시아 및 세계적 관점>

◦ 1998. 11.  27.  제22회 형사정책세미나 <의료와 형법>

1998년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학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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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형사정책세미나



1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9년 ~ 2000년

◦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국무

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제4대 이사회 해산

◦ 1999.  3.  29.  공영규 원장 퇴임

◦ 1999.  5.  19.  제8대 김경회 원장 취임

◦ 1999.  6.  17.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 1999.  10.  8.    제24회 형사정책세미나 / 개원 10주년 기념세미나 

<보호관찰 제도의 회고와 전망>

1999년

김경회 원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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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0주년 기념 형사정책세미나

◦ 2000.  4.  24.  국제학술세미나 <미래와 한·독·일의 형법>

◦ 2000.  5. 9.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 2000.  9.  22.  국제학술세미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법구조>

◦ 2000. 12. 1.  제26회 형사정책세미나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2000년

국제학술세미나



1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년 ~ 2001년

형사정책세미나

춘계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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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  28.  국제학술세미나 <착상전 유전자 진단과 배아 연구>

◦ 2001.  6.  14.    제27회 형사정책세미나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시민의식 제고

방안>

◦ 2001.  8.  16.  김경회 원장 별세

◦ 2001.  9.  3.  제9대 이재상 원장 취임

◦ 2001.  10.  25.    제28회 형사정책세미나 <21세기 보호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01년

형사정책세미나

보호행정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1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년

◦ 2002.  5.  10.    제29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 부패방지의 현주소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2002.  9.  10.  초청강연회 (Hans-Ludwig Schreiber/Hans Lilie 교수)

◦ 2002.  9. 11.   제30회 형사정책세미나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

2002년

형사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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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회

손해보험협회 공동세미나



1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3년

◦ 2003.  2. 7.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 실태 발표

◦ 2003.  4. 8.  국회도서관과 교류협정 체결

◦ 2003.  4.  25.  제31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의 금융범죄의 실태와 대책>

◦ 2003.  10.  1.  이화여자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2003.  11.  13.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현황과 

대책>

◦ 2003.  11.  21.  연세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2003. 12. 5.  국제학술세미나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

2003년

성매매 실태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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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세미나

연세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1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년

◦ 2004.  2.  23.  중국 인민대학 형사법률연구센터와 교류협정 체결

◦ 2004.  2.  23.  중국 사법부 범죄예방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 2004.  6.  25.    제33회 형사정책세미나 / 개원 15주년 국제학술회의 

<형사사법개혁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 2004.  7.  19.  유엔 마약 및 범죄국과 교류협정 체결,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구기관 네트워크 (UNPNI) 가입

◦ 2004.  9.  21.  이재상 원장 퇴임

◦ 2004.  9.  22.  제10대 이태훈 원장 취임

◦ 2004. 12.  2.    제34회 형사정책세미나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2004년

개원 15주년 기념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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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5주년 국제학술회의

유엔 마약 및 범죄국과 양해각서 체결



1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년

◦ 2005.  1.  10.  법무연수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05.  4.  22.  제11차 유엔범죄방지총회 제6워크숍(사이버범죄) 주관

              ~ 23. 

◦ 2005.  6.  24.    제35회 형사정책세미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형사정책적 대응>

◦ 2005. 7.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2005.  8. 2.  미국 샘휴스턴 주립대 형사사법학부와 교류협정 체결 

◦ 2005.  8.  7.  제14회 세계범죄학대회 대표단 파견(미국 펜실베니아대)

◦ 2005. 11.  9.  경희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2005.  12. 20.  제36회 형사정책세미나 <인신구속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 2005.  12. 22.  성균관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2005년

제11차 유엔범죄방지총회 워크숍 개최 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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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세미나 

경희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1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년

◦ 2006. 5.  19.  제37회 형사정책세미나 <사형 : 쟁점과 대안>

◦ 2006. 5.  22.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 2006. 5.  23.  중국 북경사범대학 법학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06. 5.  25.  중국 서남정법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 2006. 6.  19.  핀란드 HEUNI와 교류협정 체결

◦ 2006.  11.  24.  공동 학술세미나 <형법,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화>

◦ 2006.  12. 5.  경북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2006.  12.  14.  공동 국제학술회의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2006년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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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수료식

중국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과 교류협정체결



1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년

◦ 2007. 1.  30.  국제학술세미나 <한·중 형사사법공조방안에 관한 연구>

◦ 2007. 2.  7.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 2007.   5.  19.  춘계 학술세미나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대책>

◦ 2007. 6.  14.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2007.  10.  2.    아주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이태훈 원장 퇴임

◦ 2007.  10.  17.  고려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2007.  11.  11.    사우디아라비아 나이프 아랍보안과학대학교(NAUSS)와  

교류협정 체결

◦ 2007.  11.  16.  제11대 박상기 원장 취임 

◦ 2007.  11.  26.  전북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2007년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베트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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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학술세미나

펜실베니아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1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년

◦ 2008.  4. 17.   스티브게스트 초청강연회 <세계의 사이버범죄 추세 및  

대응현황>

◦ 2008.  5.  14.  공동세미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

◦ 2008.  5.  23.  춘계 학술세미나 <개정소년법과 소년사법>

◦ 2008.  6.  2.  국제 전문가 워크숍 <일본 사법개혁의 동향>

◦ 2008.  10.  21.  두트케 교수 초청강연회 <안락사>

◦ 2008.  11.  1.   추계 학술세미나 <사이버 문화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증가와 

대응방안>

◦ 2008.  11.  17.  국제학술세미나 <형사특별법 개정의 국제적 동향>

◦ 2008.  12.  5.    국제학술세미나 <여자비행청소년의 성적 학대피해 경험과  

치유 : 한국과 대만 사례>

2008년

태국 법무부 관계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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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세미나

초청강연회

경영혁신워크숍



1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년

◦ 2009. 3. 12.  국제학술회의 <형사정책의 최근 이슈와 전망>

◦ 2009.  7.  27.    유엔 마약 및 범죄국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센터와 교류협정 

체결 

◦ 2009.  9.  04.  국제세미나 <세계속의 보호관찰 그 성과와 과제>

◦ 2009. 9.  07.    Erich Marks 교수 초청강연회 <독일 범죄예방의 최신 사례와 

전략 및 그 구조에 관한 개관>

◦ 2009.  9.  11.    공동학술회의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죄수·형벌론 및  

형법각칙>

◦ 2009.  10.  7.  추계학술회의 <한국과 독일의 형사입법 및 형사정책의 동향>

◦ 2009.  10.  21.    Randy Martin 교수 초청강연회 <범죄학의 문제점-현대  

범죄학 이론의 비판적 분석>

◦ 2009.  12.  28.  법무부와 교류협약 체결

2009년

20주년 임직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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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기념식

추계 학술회의

법무부 교류협약식



13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 2010.  1. 28.    제1회 형사사법포럼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 

지원정책>

◦ 2010.  2.  09.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초청강연회 <일본의 재판원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

◦ 2010.  5.  14.  춘계형사정책세미나 <형사사법 개혁의 성과와 과제>

◦ 2010.  8.  26.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 2010.  10.  18.  태국 법무부와 교류협정 체결 

◦ 2010.  11.  01.    Jens Hüttmann 초청강연회 <독일 통일 이후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 작업>

◦ 2010.  11.  15.  박상기 원장 퇴임

◦ 2010.  11.  16.  제12대 김일수 원장 취임

2010년

제1회 형사사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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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문

공주치료감호소 견학

종무식



13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년

◦ 2011.  3.  09.  제2회 형사사법포럼 <이성의 빛과 형사사법의 진실>

◦ 2011.  4.  28.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의 셉테드 현황과 과제>

◦ 2011.  9.  27.  추계 국제학술회의 <법과학과 형사정책>

◦ 2011.  5.  24.    옐레 독일 괴팅엔대 교수 초청강연회 <최근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에 관한 논란>

◦ 2011.  8.  12.  하워드 제어 교수 초청강연회 <회복적 사법의 현재와 미래>

◦ 2011.  8.  18.  경찰청과 교류협정 체결 

◦ 2011.  9.  22.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1.  9.  29.  독일 연방 형사청과 교류협정 체결 

◦ 2011.  12.  13.  형사정책 학술세미나 <내사의 쟁점과 과제>

2011년

우수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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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교류협정

태국검찰청 교류협정

연구성과발표회

추계워크숍

독일어권 범죄학회 MOU



1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년

◦ 2012.  1.  30.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대학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2. 3.  22.    제3회 형사사법포럼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판: 공판절차의  

선진화>

◦ 2012.  3.  27.    정해창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 초청간담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과거, 현재 및 미래>

◦ 2012.  4.  09.  장영민 감사 퇴임 

◦ 2012.  4.  10.  정영철 감사 신임 

◦ 2012.  4.  19.  모리타요지 교수 초청강연회 <일본 이지메의 현황과 대책>

◦ 2012.  4.  20.  공동국제학술회의 <세계 속의 한국 피해자학>

◦ 2012.  6.  07.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2.  8.  20.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성장과 안전: 아시아 지역 

             ~ 22.  범죄와 형사정책의 재조명>

◦ 2012.  9.  20.  국제공동학술대회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 2012.  11.  09.  국제공동학술대회 <아시아 보호관찰제도의 전망과 과제>

◦ 2012.  12.  17.    James P. Lynch 미국 사법통계국장 초청강연회  

<미국 사법통계국(BJS) 및 범죄피해조사(NCVS) 소개>

◦ 2012.  12.  17.  제2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2012년

공동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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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조직위원회

공동학술세미나

제4회 아시아범죄학대회 추계 워크숍



13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년

◦ 2013.  1.  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3.  3.  13.  서울특별시와 교류협정 체결 

◦ 2013.  5.  10.  춘계학술대회 <안전, 범죄 그리고 형사절차>

◦ 2013.  5.  16.    국제 공동학술회의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한독 형법에서  

생명보호>

◦ 2013.  5.  21.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 2013.  6.  19.  재미한인범죄학회와 교류협정 체결 

◦ 2013.  8.  5. 형정원-중국연변대 법학원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 8. 9.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 및 형사법의 협력방안>

◦ 2013.  10.  18.    형정원-한국형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식융합시대의  

뇌과학과 형법>

◦ 2013.  10.  21.    히라라기 토키오 (Hiraragi Tokio) 게이오대 명예교수  

초청강연회 및 북콘서트 <공판 전 정리 절차에 대해서>

◦ 2013.  10.  24.    형정원-법무연수원 제4회 형사사법포럼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 2013.  11.  15.  김일수 원장 퇴임 

2013년

공동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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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변대 초청강연회

제2차 창조경제종합토론회

순천향대학교와 업무협력 협약

재미한인범죄학회와 교류협정



1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년

◦ 2014. 1. 17.  제13대 박상옥 원장 취임 

◦ 2014.  1.  16.  Steven F. Messner 초청강연회 <제도적 아노미 이론>

◦ 2014.  6.  3.    형정원 -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공동주관 통일 실무 세미나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과제> 

◦ 2014.  6.  13.    형정원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 

학회, 대한범죄학회 춘계공동학술세미나 <형사정책패러다임

의 변화와 전망>

◦ 2014.  6.  25.    Chris Eskridge 교수, Mariah Waltemath 연구위원  

초청강연회 <21세기의 범죄학>

◦ 2014.  7.  3.    형정원 - 법무연수원 제5회 형사사법포럼 <경제범죄의 현황

과 형사정책적 과제>

◦ 2014.  8.  15.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2014.  8.  28.    형정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워크숍 <중장기 국가비전 

아젠다 도출을 위한 워크숍>

◦ 2014.  11.  11.  국립외교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4.  12.  3. 반부패 국제포럼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 4.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2014년

제25주년 기념 춘계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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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세미나

통일연구원과 교류협약 체결

국립외교원과 업무협력약정 체결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년

◦ 2015.  1.  31.  박상옥 원장 퇴임 

◦ 2015.  3.  18. 제2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 20.

◦ 2015.  4.  9.  정영철 감사 퇴임

◦ 2015.  4.  24.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 2015.  5.  8.  이재환 감사 선임  

◦ 2015.  6.  8.  제14대 김진환 원장 취임 

◦ 2015.  9.  3.    제6회 형사사법포럼 <재난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

◦ 2015.  9.  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5.  9.  18. 중국형사소송법학회와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20. 

◦ 2015.  11.  17.    독일 프라이부르크 베른하르트 요스 판사 초청강연회 <한국과 

독일의 법조인 양성교육 비교>

◦ 2015.  11.  20.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 알빈 에저 교수  

<당사자주의 대 직권주의: 최선의 소송구조를 찾아서>

◦ 2015.  11.  30.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포럼

◦ 2015.  12.  1.  유엔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와 교류협정 체결

2015년

중국 형사소송법학회와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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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창조경제종합토론회

제6회 형사사법포럼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14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년

◦ 2016.  3.  25.  제3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 2016.  5. 19.    형정원-한국포렌식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첨단과학기술과  

형사정책> 

◦ 2016.  6.  15.  제7회 형사사법포럼

◦ 2016.  6.  15.  대검찰청과 교류협정 체결 

◦ 2016.  6.  17.  한국안보형사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 2016.  7.  6.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 2016.  7.  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 5개국 국제학술대회 

  ~ 8. 

◦ 2016.  7.  11.  제4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사이버범죄와 테러범죄에 대한 

  ~14. 동북아 대응전략>

◦ 2016.  9.  21.    독일 헤센 주 Helmut Fünfsinn 검찰총장 초청강연회  

<독일의 검찰제도와 수사실무>

◦ 2016.  9.  23.    일본 법무성 Hayashi Makoto 형사국장 초청강연회  

<일본 개정 행형법의 의의와 평가> 

◦ 2016.  9.  30.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포럼 

◦ 2016.  11.  25.  한국교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교정정책의 현대적 과제>

◦ 2016.  12.  8. KIC 국제포럼 <테러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 9.  

◦ 2016.  12.  2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교류협정 체결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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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대회

공동학술대회 

대검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연세대학교와 교류협력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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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년

◦ 2017.  2.  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주년 기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  

공동세미나

◦ 2017.  5.  26.   한국포렌식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저작권보호원와  

공동학술대회 <각국의 Computer Forensic에 관한 기술 동향>

◦ 2017.  6.  9.    형정원-소년사법정책 공동학술대회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

◦ 2017.  6.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안보형사법학회·국가보안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 2017. 7.  6.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과 교류협정 체결 

◦ 2017. 9.  3.  제5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 24. 

◦ 2017.  11.  22.  국민권익위원회와 교류협정 체결 

◦ 2017.  12.  7. KIC 국제포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UN 지속가능발적

               ~ 8. 목표(SDGs) 이행전략> 

◦ 2017.  12.  12.    대검찰청, 한국포렌식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안전정책 발전방향>

◦ 2017.  12.  22.    제8회 형사사법포럼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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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대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주년 기념 국제 공동세미나 사법개혁 공동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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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년

◦ 2018.  1.  18.  사법정책연구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8.  1.  31.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8.  5.  7.  이재환 감사 퇴임   

◦ 2018.  6.  7.  김진환 원장 퇴임

◦ 2018.  6.  14.  제15대 한인섭 원장 취임  

◦ 2018.  6.  18.  홍재우 감사 선임   

◦ 2018.  7.  20.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교류협정 체결 

◦ 2018.  8.  8.  한국법학원과 교류협정 체결 

◦ 2018.  8.  8.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교류협정 체결 

◦ 2018.  9.  6.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2018.  9.  17. 제6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공동개최 

               ~ 19. 

◦ 2018.  9.  20. 제1회 동아시아포럼 개최 

  ~21.

◦ 2018.  10.  12.  양형위원회와 교류협정 체결 

◦ 2018.  11.  19.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음주와 양형> 

◦ 2018.  11.  22.    제9회 형사사법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 2018.  11.  30.  홍재우 감사 퇴임   

◦ 2018.  12.  6.  제5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 2018.  12.  13.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성과  

확산 국제세미나

◦ 2018.  12.  19.  2018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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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
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MOU 체결

초청강연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제3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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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직원 추억 사진

2002년 호주 AIC 방문1999년 호주 AIC 방문

1994년 범죄동향연구실 등산

1993년 범죄동향연구실 체육행사

임직원 추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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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을 노조 워크숍 2008년 비엔나 출장

2008년 추계 워크숍

2008년 춘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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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직원 추억 사진

2012년 기획실 행정실 춘계 체육행사

2010년 춘계 워크숍

2008년 추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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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양재천 벚꽃길에서

2013년 춘계 워크숍

2015년 추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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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직원 추억 사진

2016년 춘계 워크숍

2016년 문화행사

2016년 노사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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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도 워크숍

2017년 체육대회

2017년 홈커밍데이 뒤풀이



설립목적 및 비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조직구조

원장 및 부서장 소개

기획조정실

형사법제연구실

범죄예방·처우연구실

범죄조사연구실

법무·사법개혁연구실

부패·경제범죄연구실

국제협력센터

감사실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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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재 | 설립 목적 및 비전

설립목적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

경영비전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싱크탱크

경영목표

■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정책연구 강화

■ 공정·정의·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형사정책 중점 연구 

■ 실효적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데이터기반·협동 연구 강화

■ 연구성과 확산체계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

■ 신뢰와 소통의 조직 구현

설립목적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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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경영목표 추진전략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정책연구 강화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제 중점연구

■ 형사제재 및 교정처우의 혁신 방안 연구

공정·정의·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형사정책 

중점 연구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형사정책방안 연구

■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형사정책방안 연구

실효적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데이터기반·

협동 연구 강화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데이터기반 연구 강화

■ 기초자료의 생산·관리·공유 체계 구축

■ 복합적 정책현안에 대한 협동연구체계 강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연구성과 홍보·확산 체계 개선

■ 국제협력의 실질화 및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체계 강화

신뢰와 소통의 

조직 구현

■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역량 강화

■ 민주적 소통에 기초한 조직운영

■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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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재 | 설립 목적 및 비전

원    장

형사정책연구협의회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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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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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및 부서장 소개

원장 및 부서장 소개

 한 인 섭 원장

김종대 행정실장, 전현욱 기획팀장, 김경찬 노조위원장, 이승현 형사법제연구실장, 박준휘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승재현 국제협력팀장, 윤해성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 (뒷줄 왼쪽부터)

박윤석 부장검사, 강은영 기획조정실장, 한인섭 원장, 홍영오 범죄예방·처우연구실장, 안상국 감사실장

(앞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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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재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강은영

최수진

전현욱

조연희

박성훈

구교원

이상현

오재만

정민우

정소원

김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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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제연구실

형사법제연구실

이승현

김유근

박윤석

박미숙

권수진

최혜선

탁희성

김재현

윤이경

김한균

허 황

김광수

윤지영

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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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재 | 범죄예방·처우연구실

범죄예방·처우연구실

홍영오

박준희

전영실

고재익

김지선

황정미

최수형

박연재

윤정숙

조병철 장유정

라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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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사연구실

범죄조사연구실

박형민

유  진

최금나

조영오

한민경

홍문기

최영신

조성현

유효은

연성진

박희정

이지선 이다니

김민영

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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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재 | 법무·사법개혁연구실

법무·사법개혁연구실

박준휘

김대근

신의기

김경찬

이다미

이천현

장다혜

고가영

김지영

강태경

소병도 제소희

안성훈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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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범죄연구실

부패·경제범죄연구실

윤해성

임정호

강석구

김정연

황지태

김진묵

박학모

김민규

최민영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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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재 | 국제협력센터

국제협력센터

강은영

나주원

승재현

강민정

이윤미

정세윤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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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감사실

안상국 지미라



17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재 | 행정실

행정실

이혜정 이원규 홍서연 양영용 구지원 이정희

이정환 류시호 이창근 최재우

김종대 김능겸 김병규 전태윤 박현숙 홍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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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간행물 출판·문헌정보서비스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교류협력 

국내외 교육·연수사업



연구원의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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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주요 활동 

학술간행물 발간·문헌정보서비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

학 등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룩한 연구성과를 연구총서로 발간하고 있

다. 특히 연구원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수행

하는 고유연구과제 외에 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 국

가인권위원회 등 형사사법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과

제를 추천받거나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까지 총 1,084 종(1,500여권)의 연

구총서가 출간되었다.

연구총서

선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저술을 한국어로 번역

하여 출간함으로써 외국의 학술적 성과를 국내에 소개

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학계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있

다. 이제까지 ‘형사정책(Heinz Zipf)’, ‘양형론(Manfred 

Maeck)’, ‘미국의 형사절차(Roark M. Reed, 井上正仁, 

山室惠)’, ‘청소년비행의 이해(Huub Angenent, Anton 

de Man)’, ‘가해자-피해자조정(Dieter Dölling)’, ‘미국

형사사법사(Samuel Walker)’등이 있다. 

번역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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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현장에서 범죄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이 형사정책학을 쉽게 이해하여 실무에 활용

하고, 형사정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과 수험준

비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사정책 분야와 경

찰학 분야의 기본교재인 ‘형사정책’과 ‘경찰학개론’을 

발간하였다. 이 교재에는 최신 개정 법률 및 외국자료

를 반영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정책’ 교재는 현재까지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다.

학술 교재 발간

형사정책 분야의 학술논문을 수록하는 학술전문지

로서 학계와 실무계 연구자들에게 자유로운 발표의 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1990년 창간호가 간행된 이후 연 4회 발행(계간)

하여 2019년 3월까지 통권 117호가 발행되었다. 형사

정책연구는 2001년 12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

되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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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홍보성격을 띠는 소식지로서 

형사정책분야의 주요 소식과 형사정책과 관련한 국제

동향 등을 학계와 실무전문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창간호(1990. 9.)부터 매년 6회 발행하다 2007

년부터 내용을 혁신하면서 계간지로 전환하여 2019년 

3월까지 통권 149호가 발행되었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외국의 연구자들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성

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

부터 연구총서의 영문요약을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KIC Research Abstract’라는 제

목으로 발간하였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총 6권

의 영문요약집이 발간되었다. 2011년부터는 ‘Selected 

Essays of the KIC Research Projects’로 2013년

까지 총 3권이 발간되었으며, 2018년에는 기존에 발

간된 ‘KIC Research Reports’에 최근 2년간의 연구결과물을 추가한 ‘KIC Research 

Reports II 1989-2016’를 발간하여 그 간의 영문요약을 총 정리하는 보고서를 발간 

및 배포하였다. 그 밖에 ‘Cyber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와 ‘Contemporary 

Trends in Asian Criminal Justice’ 등,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최신 동향에 

대한 영문 보고서를 발간하여 해외 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와 ‘Research in Brief’ 등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현안 및 

통계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MOU 및 국외 유관기관에 뉴스레터 형식으로 배포하

고 있으며, 유엔 마약 및 범죄국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센터를 비롯하여, 캐나다 몬

트리올 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여 ‘MLA and 

Extradition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Design Framework for the Creation 

of a Cybersecurity Policy Observatory’, ‘Malware Trends on ‘Darknet’ Crypto-

Markets: Research Review’와 같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영문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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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를 통

한 이론과 실무의 원활한 접목을 시도하고자 학계(교

수, 연구원 등) 및 실무계(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인사

로 구성된 학술단체 형사판례연구회를 후원하고 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월 1회씩 연 12회 개최되는데 각 회

당 2편의 형사판례 연구논문이 발표되며, 매년 6월에

는 1년간의 연구성과를 수록한 ‘형사판례연구’를 발간

하고 있다. 1993년 제1호가 발행된 이후 2018년까지 

총 26권의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서관은 형사법, 범죄학, 범죄

심리학 등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10여개국이 발행하는 

200여 종에 이르는 정기간행물 및 비도서자료를 포함 총 77,0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

고 있다. 연구원 도서관은 소장자료 면에서 국내 형사정책분야에서 최고 규모의 전문도

서관으로 학계 및 실무계의 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내실 있는 문헌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도서관은 또한 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ic.re.kr)상에서 소장자료에 대한 문

헌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한국교

육학술정보원(KERIS) 및 국내외 전문 학술DB 구독 등 다양한 참고정보원과 연계하여 

원문서비스 및 상호복사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연구자가 연구원의 문헌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발간물의 원문을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도서관 및 문헌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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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교류협력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교류협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학술기관 및 형사정책 관련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학술교류와 

연구협력을 위하여 국내외의 유수 대학 및 정부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외 산학연간 협력연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학술교류협정 체결기관과는 연구협

력, 인적교류, 연구자료·시설물 공동이용 등 다각적인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교류협력기관

2003. 4. 8 국회도서관

2003. 10. 1 이화여자대학교

2003. 11. 21 연세대학교

2005. 1. 10 법무연수원

2005. 11. 9 경희대학교

2005. 12. 22 성균관대학교

2005. 12. 22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12. 5 경북대학교

2007. 6. 1 법원도서관

2007. 8. 31 아주대학교

2007. 10. 5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2007. 10. 17 고려대학교

2007. 10. 24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07. 11. 26 전북대학교

2009. 6. 10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2009. 12. 28 법무부

2010. 3. 16 NHN

2010. 3. 16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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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3 법률신문사

2010. 10. 29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11. 4. 28 충북대학교

2011. 8. 18 경찰청

2012. 6. 7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3. 1. 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3. 13 서울특별시

2013. 5. 28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2013. 7. 4 순천향대학교

2013. 7. 4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8. 6 통일연구원

2014. 11. 11 국립외교원

2015. 8. 7 한양대학교

2015. 8. 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9. 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4. 29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6. 15 대검찰청

2016. 6. 21 경기대학교

2016. 7. 12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11. 29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12. 2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7. 11. 22 국민권익위원회

2017. 11. 29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12. 11 국회입법조사처

2018. 1. 18 사법정책연구원

2018. 1. 31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8. 7. 20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 8. 8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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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 10. 12 양형위원회

2019. 1. 22 대한변호사협회

2019. 3. 1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3. 2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 4. 3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 4. 11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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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류협력기관

2004. 2. 23 중국 인민대학 형사법률연구센터

2004. 2. 23 중국 사법부 범죄연구소

2004. 7. 19 유엔 마약 및 범죄국

2005. 8. 2 미국 샘휴스턴 주립대 형사사법 대학원

2006. 5. 22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2006. 5. 23 중국 북경 사범대학 법학원

2006. 5. 25 중국 서남정법대학

2006. 6. 19 핀란드 유럽범죄방지연구소 (HEUNI)

2007. 2. 7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 및 형제형법연구센터

2007. 6. 14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 제리 리(Jerry Lee)범죄학 센터

2007. 11. 11 사우디아라비아 나이프 아랍보안과학대학교

2007. 12. 3 유엔 마약 및 범죄국

2009. 6. 23 베트남 공안부 경찰총국

2009. 4. 24 독일 괴팅엔대학교 범죄학연구소

2009. 7. 27 유엔 마약 및 범죄국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센터

2009. 7. 30 중국 사법부 범죄예방연구소

2009. 11. 16 사이버 시큐리티 말레이시아

2009. 12. 8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국가입법기구

2009. 12. 18 필리핀 초국가범죄대응특사청

2010. 9. 6 독일 범죄예방대회(DPT)

2010. 10. 18 태국 법무부

2011. 4. 15 탄자니아 대검찰청

2011. 5. 9 에디오피아 법무부

2011. 7. 1 태국 대검찰청

2011. 9. 22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

2011. 9. 29 독일 연방 형사청

2011. 9. 30 독일어권 범죄학회

2012. 1. 30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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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8 북경 사범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원

2012. 6. 22 중국 무한대학교

2012. 6. 26 중국 길림대학교 법학원

2012. 8. 29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2013. 5. 21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2013. 6. 19 재미한인범죄학회

2013. 6. 26 중국 요녕대학 법학원

2013. 9. 17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2013. 9. 26 몽골 법무대학교

2014. 8. 15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2015. 8. 24 중국형사소송법학연구회

2015. 12. 1 유엔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2016. 7. 6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1. 13 태국 법무연구소(TIJ)

2017. 6. 21 스웨덴 라울발렌버그 인권 및 인도법연구소(RWI)

2017. 7. 6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2017. 7. 7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ANU)

2017. 9. 11 일본 동경대학교

2017. 10. 16 중국 화동정법대학

2017. 12. 27 일본 츄오대학 법학전문대학원



183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 관련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   장 : 이용식(서울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학회장 : 한영수(아주대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학회장 : 류전철(전남대 교수) 

한국피해자학회 학회장 : 조영곤(변호사) 

한국청소년학회 학회장 : 손병덕 (총신대 교수) 

한국사회학회 학회장 : 박길성(고려대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회장 : 변종필 (동국대 교수)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 : 김경한(변호사)  

한국교정학회 학회장 : 이영근(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한국공안행정학회 학회장 : 임창호(대전대 교수) 

한국경찰연구학회 학회장 : 황의갑(경기대 교수) 

한국경찰학회 학회장 : 장석헌(순천향대 교수) 

대한범죄학회 학회장 : 박정선(경찰대 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학회장 : 오영근(한양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회장 : 이상원(서울대 교수) 

한국보호관찰학회 학회장 : 한영수(아주대 교수) 

한국범죄심리학회 학회장 : 송병호(백석대 교수) 

한국셉테드학회 학회장 : 이민식(경기대 교수)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학회장 : 최훈석(성균관대 교수)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 이백철(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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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육·연수사업

학계 및 실무전문가 초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연구참여 확대와 연구과제의 시의적절

한 발굴 및 수행을 위하여 학계 및 형사사법기관(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서 다년간 관

련업무를 수행하여 온 각계 전문가를 본 연구원에 초청하여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각계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연구결과로 도출해 내고, 연구원 내 타 연구자

의 연구수행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교육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0년 이래 사법연수원의 실무수습기관 협조요청에 따라 매

년 15명 정도의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교

육은 사법연수원에서 국내 금융기관,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과 해외 대학 등 50여개의 

기관에 연수원생들을 파견하여 전문분야의 실무를 습득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

램으로, 연구원은 사법연수원생에게 형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

보고서 작성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법연수원과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긴밀한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였다.

연구원 파견연수 프로그램

연구원들을 각국의 대학 및 형사법·범죄학관련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일정기간동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해 보고서

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연

구원의 해외파견연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전까지 1년 단위의 장기파견연수만을 시

행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2~3개월 단위의 단기파견연수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185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5년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이경재(1년)

1996년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박미숙(1년)

1997년 호주 범죄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노성호(1년)

1998년 캐나다 Montreal 대학교/김은경(1년)

2002년 미국 Sam Houston 주립대학교/홍남식(8개월)

2003년 캐나다 British Columbia 대학교/조병인(1년)

2004년 캐나다 Simon Fraser 대학교/김은경(1년)

 캐나다 Ottawa 대학교/유병규(2개월)

 독일 Gottingen 대학교/신동일(2개월)

 독일 Halle 대학교/윤동호(3개월)

 미국 Sam Houston 주립대학교/정진수(2개월)

2005년 미국 Michigan 주립대학교/신의기(1년)

 미국 Sam Houston 주립대학교/박미숙(1년)

 독일 Marburg 대학교/이진국(3개월)

 미국 연방검찰청/류혁상(3개월)

 캐나다 Community Corrections Center/김양곤(2개월)

 일본 慶應義塾大學/황태정(3개월)

 중국 司法府犯罪豫防硏究所/장준오(3개월)

 호주 형사정책연구원 및 북호주주립기술전문학교/임병주(2개월)

2006년 미국 California 주립대학교/정진수(1년)

 미국 LA지방검찰청, UCLA/송기오(3개월)

 독일 Gottingen대학교 범죄학연구소/이천현(3개월)

2007년 필리핀 교정국/정영진(3개월)

2007년 영국 경찰연수청/김한균(3개월)

2008년 미국 Pennsylvania대학교/김지선(1년)

2009년 미국 Massachusetts대학교/장준오(1년)

 독일 범죄학센터, 막스플랑크연구소/홍영오(2개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카터센터, 남부폴리테크주립대학/안상국(2개월)

2010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연구소/김종대(1개월)

2011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Institute of Criminology,  

영국 옥스퍼드 대학 Center for Criminology/김한균(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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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크프루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울프강 하인리히 국제법률사무소/김능겸(1개월) 

2012년 미국 플로리다대학/김지영(10개월)

   독일 괴팅엔대 법과대학 형법학연구소,  

뮌헨대 법과대학 종합형법학연구소/박학모(3개월)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센터/정호성(1개월) 

2013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법과대학/이천현(5개월) 

 호주 캔버라 대학교/김용태(2개월)  

2014년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정진수(6개월)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School of Criminology,  

Centre for Restorative Justice/안성훈(2개월)

 미국 하와이주 법원/윤지영(2개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스트베이(East Bay)/홍영오(11개월) 

2017년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박현숙(2개월)

   미국 The College at Brockpor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The Florida Crime Prevention Training Institute(FCPTI)/박성훈(1개월)

2018년 스웨덴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김경찬(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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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및 국제학술회의 파견

UN 형사사법프로그램네트워크(UNPNI) 회원기관으로서 범죄방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관간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이후 매년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CCPCJ)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

진하고 있다. 매년 UN 및 형사사법위원회(UNCCPCJ) 연례회의 및 UN 범죄방지 및 형

사사법 프로그램네트워크 기관(UNPNI) 연례회의에 대표단을 참가시키고 있으며, 5년

마다 개최되는 UN범죄방지총회에서 워크숍을 공동주관하는 등, UN 관련 회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힘써왔다. 

또한 2012년에는 제4회 아시아범죄학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외에도 ‘동북아형사정책포럼’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이라는 대규

모 국제회의를 2013,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주요 현안을 주제로 전

문가를 초청하여 국가별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범죄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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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통계 상관관계 밝힌다

과학적 「범죄연구」틀 잡아간다

조직폭력 뒤엔 비호세력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2천배 “껑충”

「범죄영향평가제」 도입해야

소년법 67%가 성인돼서도 범행

고교생 61% “검-경 불신”

중고생 57% 학교폭력 경험

‘범죄학 올림픽’ 서울서 열린다

형사정책硏 직업별 부패지수조사

돈세탁 한해 최고 169조

사이버범죄 법적대응 시급

네티즌 10명중 7명이 사이버범죄 피해자

증권범죄 급증, 실형선고율은 낮아

10명중 4명 ‘밤거리가 무섭다’

인신구속 무죄추정원칙 위반 아니다

사형제 존페 논의 확산…다양한 대안 거론

요즘 조폭은 사업 확장 중

살인 DNA는 없다

다수살인범, 사회적 환경에 영향

지역 내 술집 1% 늘면 5대범죄 5건 증가

놀이삼아 ‘집단 성폭행’ 저지르는 10대들

범죄 사회적비용 연간 158조 원

처벌 강화해도 음주운전 여전

처벌 관대한 경제사범/수십억 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

국가기밀 누설 처벌 근거 미약…

묻지마 범죄자 무직 75%로 대부분 사회적 약자…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도 ‘빈부 차별’

형사정책연구원 “이통사, 보이스톡 제한은 불법”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주로 집 안에서 흉기 폭력 많고…

해외유출 산업기술 63건… 

사법기관 신뢰도 조사해봤더니…

‘셉테드 마을’ 범죄 ‘뚝’

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가결 고작 4%…

기업불법행위, 강력한 대응 방안 필요해

형사조정 연간 7만건…

독일의 형사보상

방산비리, 법 없어서 처벌 못한 것 아니다

외국인범죄자 年 4만명 넘어…

10년간 한국의 성폭력 범죄는 어떻게 변화했나

1인가구 안전문제에도 관심 기울여야

수술로봇 의료사고 대비해 ‘블랙박스’ 달자?

청소년 온라인폭력 심각

형사정책硏 “암호화폐 전면금지 적절하지 않다”

사기에 멍드는 한국…

난민 인정률 2.4% 

110억 돈다발 묻혔던 김제 ‘마늘밭’ 전국 곳곳에 있다 

사기범죄율 1위 한국…

경제 어려울수록 정신질환자 범죄 는다…

‘3중 덫’에 갇힌 정신질환 범죄자들

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

‘위드마크 공식’ 허점 노리는 음주운전자들

엄벌주의 성범죄 대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학폭 가해자 아이돌로 설 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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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통계 상관관계 밝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호텔신라에서 「범

죄와 범죄통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마약범죄의 권위자 카이저 교수(독일 막스 프랑크 연

구소장) 세계피해자학회장 미야자와 교수(일본 게이오대)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 

7명과 국내학자 3명 등 10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인다.

카이저 교수

독일통일 이후 지금까지 과거 동 서독지역의 마약범죄실태에 관한 공식적인 비교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아직 동독지역의 마약범죄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동독지역

의 경우 알코올이 마약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약보다는 부패와 교통사고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제전략을 세워야 한다. 

형법적 수단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육정책 등 종합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야자와 교수

일본의 경우 전체 형법범중 14~19세 범죄소년의 비율이 88년엔 48.5%였으나 지난해

엔 52.6%로 늘어났다. 88년 기준 소년 1천명당 형법범은 16.2명으로 성인(1천명당 2.3

명)에 비해 훨씬 많다.

범죄와 통계 상관관계 밝힌다/

형사정책연 국제학술회의

[ 동아일보 ]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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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과학적 「범죄연구」틀 잡아간다

사회변화 따른 병리현상 체계적 분석/「컴퓨터」 등 신종범행 예방·대응책 제시/

올 논문발표 34편… 독립성확보 통한 위상제고 강간·추행·성적희롱 등 여성들

의 성폭력 피해가 해마다 25만여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직당국에 신고되는 성폭력 피해사례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5천

여건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97.8%가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보복을 두려워 해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

애·41)가 최근 발표한 수치다.

이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까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원인을 분

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담보돼야 한다.

89년 출범 특수법인

출범 4년째에 접어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은 우리나라 형사정책분야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종합연구기관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연구원은 지난 89년 3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돼 정부출연금과 연구사업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과학적 「범죄연구」틀 잡아간다

형사정책연구원 4년 ... 활동과 과제

[ 국민일보 ] 199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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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뒤엔 비호세력 있다

“조직폭력 뒤엔 비호세력 있다”

형사정책연 이색논문 발표 

[ 경향신문 ] 1993.5.22. 

권력층·정치인 등 모두 검은손의 포섭대상/평소 자금제공 후 문제 생기면 지

원 요청폭력 조직의 수상에서 「비호세력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연구결

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영호 연구실장(부장검사)은 최근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이

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조직폭력배와 공권력·비호세력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실상

과 대책을 밝혔다.

문 실장은 비호세력을 「평소 폭력조직에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에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직을 측면지원하는 세력」으로 규정

했다.

문 실장은 『폭력조직은 자신들의 활동이 불법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수사기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권력자나 정치인들에까지 접대, 향

응 제공 등을 서슴치 않는다』고 말해 고위층인사나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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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식품위생법 위반 2천배 “껑충”

여성범죄 비중 줄어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특별법 위반범죄가 지난 64년 17

만여건에서 91년에는 99만여건으로 28년 동안 5.8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일반형사범죄는 64년 26만여건에서 91년 24만여

건으로 오히려 8%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

은 29일 지난 64년부터 91년까지 28년간의 범죄 발생 추세를 분석,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범죄건수는 지난 64년 

43만3천여건에서 91년에는 1백 23만3천여건으로 3배가 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률도 64년 1천5백49건에서 91년 2천8백50건으로 증가했다.

여성범죄는 지난 64년 전체범죄의 19.2%에 달했으나 91년에는 10.3%로 크게 줄어들

었다.

범죄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 64년에는 1

백9건에 불과했으나 91년에는 25만1천2백45건으로 무려 2천3백5배나 늘어났다. 또 식

품위생법 위반사건도 64년 30건에서 91년 5만9천8백97건으로 2천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이 특별법 위반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60년대 농업사회에서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

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2천배 “껑충”

형사정책연 64~91년 분석 

[ 동아일보 ] 19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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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영향평가제」 도입해야

도시계획·건축물 등 설계단계부터 의무화/경찰·시민 공동 대응 ... 파출소 대

형화 필요 『지존파와 온보현사건 등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죄예방의학차원

에서 우리사회에 투약가능한 범죄예방모델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0

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범죄예방정책과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낙후한 범죄예방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최인섭(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연구실장) 범죄율의 감소를 위해서는 경찰자체만

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지역사회의 유지와 주민을 결합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집력을 강화한 

「시카고지역개발계획」이나 영국의 「안전도시운동」과 같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범죄예

방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

“「범죄영향평가제」 도입해야” 

형사정책연 예방정책세미나

[ 경향신문 ] 19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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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소년법 67%가 성인돼서도 범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4일 「소년범의 성인범 전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소

년범죄자의 3분의 2가 성인범죄자로 이어지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정 및 선도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의하면 83~85년의 3년간 서울소년원을 출소한 9백46명중 67%정도인 6백 

33명이 20세이후 한차례 이상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횟수는 ▲1~3회가 4백 51명(71. 2%)으로 대부분이나 ▲4~7회 1백 60명(25.2%) 

▲8회 이상도 22명(3.6%)이나 돼 30% 가까이가 상습범죄꾼으로 전락했다.

조사에서 소년기의 범행횟수가 성인후 재범빈도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범행횟수 1~2회인 경우는 51.9%가 성인범으로 발전한데 비해 3~4회는 

70.2%, 5회이상 누범자는 무려 86.3%나 됐다.

세살버릇 여든 간다더니...

소년법 67%가 성인돼서도 범행

[ 한국일보 ] 19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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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61% “검-경 불신”

“법보다 돈 - 권력 위력 더 커” 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천여명 조사

청소년들은 검사나 경찰관보다는 판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원장 김택수)이 서울시내 고교 2년생 1천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61%가 「검찰과 경찰

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판사들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43%정도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청소년들은 검사나 경찰보다 판사들을 더 정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지도자나 법조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9%가 「그

렇지 않다」고 응답해 정치- 법조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원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느냐」는 질문에 5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설문에는 86.9%가 「그렇지 않

다」고 답해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법질서 준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

석됐다. 「권력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흔한가」라는 설문에도 응

답자의 97.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돈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

어도 처벌받는다」(90.8%), 「요즘도 법보다는 돈이나 권력의 위력이 훨씬 크다」(94.3%), 

「우리나라의 법은 사회질서를 위해서보다는 권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

다」(87.8%)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61% “검-경 불신”

[ 세계일보 ] 19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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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중고생 57% 학교폭력 경험

여학생 피해율 90년보다 3배이상 증가

중·고교생 5명중 3명이 학교주변에서 괴롭힘 금품갈취 구타 협박 등 학교 폭

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택수)이 서울시내 20개 중·고교 남녀 학생 1천9백19명

을 대상으로 지난해 학교주변 폭력 피해실태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 6일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 조사때 폭력피해 경험률 36.1%와 비교할 때 60%나 증가한 것으로 남학생 

피해율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여학생 피해율은 3배 이상 늘어났다. 남자 중학생의 

75.2%가 학교폭력을 당해 피해 정도가 가장 심했고 남고생 70.9%, 여중생 45.4%, 여

고생 36.1% 순이었다. 유형별 피해내용(중복응답)은 구타가 41%로 가장 많았고 금품갈

취 28%, 괴롭힘 23%, 위협이나 협박이 19%였다. 한편 교사로부터는 전체의 37%가 부

모로부터는 17%가 뺨맞기, 발로 채이기 몽둥이나 빗자루로 맞기 등의 체벌을 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중고생 57% 학교폭력 경험

형사정책연 실태조사

[ 한국일보 ] 19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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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올림픽’ 서울서 열린다

저명인사 등 1,000명 참석/참가비 받는 등 긴축행사로 「범죄학의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 24~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조직위원장 이수성·李壽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

장)는 세계 각국의 학자와 전문가가 한데 모여 21세기 형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

리다. 5년마다 열려 올해 환갑이 되는 세계범죄학대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되기는 처음 

이다.

「변화하는 세계속의 범죄와 형사정책-아시아 및 세계적 관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범죄학회가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영규·孔永規 원장)이 주관한

다. 이 대회에는 해외 저명인사와 범죄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끈다. 피노 알라키 

UN사무차장, 마크 피스 OECD부패방지위원회의장, 로리 로빈슨 미법무차관보, 한스 

위르겐 케르너 국제범죄학회장, 미야자와 고이치(宮澤浩一) 일본범죄피해자학회 이사

장 등을 비롯 모두 1,000명이나 참석하는 큰 행사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국제대회의 모범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던 국제대회는 사상 최대인원 참가나 역대 최대 규모라는 등의 겉

모습에 치중해왔다. 대회 참가비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고 숙박비와 비행기

표까지 제공하며 외국인사들을 초청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봉」으로 여기는 풍조마저 없지 않았다.

‘범죄학 올림픽’ 서울서 열린다

24~29일 아시아 첫 개최

[ 한국일보 ] 19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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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한 직업군을 ‘정치인·재벌총수·세무공무원’순으

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한 직업군으로는 ‘농부·체신공무원·신부’를 

꼽았다. 가장 대표적인 부패사례로는 ‘구청 공무원이 관내 업주로부터 금품을 정기 상납

받는 행위’라고 응답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국 9개 도시 30세 이상 남녀 1,354

명을 대상으로 ‘작업별 부패지수’를 설문조사해 2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매우 청렴’을 1, ‘다소 청렴’을 2, ‘다소 부패’와 ‘매우 부패’를 3, 4로 정해 평균 지수가 3

이상이면 부패한 직업군으로, 2이하이면 청렴한 직업군으로 분별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의 부패지수가 3.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벌총수(3.60)，세무공무원(3.54)，경

찰공무원(3.43)，대기업사장(3.39)，변호사(3.21)，검사(3.08) 순이었다.

청렴한 직업군으로는 농부(1.43)，체신공무원(1.56)，신부(1.78)，대기업근로자

(1.87) 등이 꼽혔다. 구체적인 부패 사례로는 ‘구청 공무원이 관내에서 정기 상납받는 행

위’(3.80)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예능계 교수가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실

기 점수를 올려주는 행위(3.75) ▲정치인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3.68) ▲의사

가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3.63) ▲기자가 기사 게재나 삭제를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3.58) 순이었다.

형사정책硏 

직업별 부패지수 조사

[ 서울신문 ] 1999.9.27.



201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돈세탁 한해 최고 169조

‘검은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돈세탁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54조~169조원 규모로 이뤄지

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18일 나왔다. 또 돈세탁은 주로 

비리 공무원이 연루된 뇌물사건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경회) 장준오 책임연구원(국제협력팀장)이 

90~98년의 검찰 수사사건을 분석한 <90년대 한국의 돈세탁 분석〉이란 제목의 연구보고

서에서 밝혀졌다.

이 추정치는 1990~98년 검찰 주요 수사사건 1015건 중 돈세탁이 드러난 76건(피의자 

1445명)과 같은 기간 전체 사건 1264만건에 범죄별 돈세탁 기중치를 둔 국제 계산법으로 

산출한 것이다.

보고서는 최소 54조3500억원 최고 169조1100억원 규모의 돈세탁액은 1996년 국민총생

산(GNP)의 9.1~28.2%에 이르는 수치로 조세연구원이 1997년 추정한 국내 지하경제 규

모 8.7~16.6%와 비슷한 수치라고 밝혔다.

돈세탁에 연루된 직업별 피의자는 ▲자영업자 26.7% 6 기업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 또

는 중·하위직 공무원 등 17.5% ▲기관장·최고경영자 13.% ▲사채업자·암달러상 등 

9.6% ▲조세·관세 공무원 7.9% 차례로 나타났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는 2.4%를 차

지했다.

또 돈세탁은 뇌물죄(13.7%)에 이어 사기·배임증수재(각 12%) 횡령·탈세(각 10.2%), 

재산국외도피(8.4%) 등에서 많이 나타나 부정부패사범이 돈세탁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 

났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지하경제를 이루는 돈세탁의 거대

한 규모가 처음으로 실증된 만큼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돈세

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세탁 한해 최고 169조

[ 한겨레신문 ] 2000.1.18.



2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사이버범죄 법적대응 시급

사이버범죄 등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책 모색을 위해 한국과 독일, 일본의 

형법학자들이 모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경회, 金慶會)은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대륙법 

체계에 속하는 3개국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와 한·독·일의 형법’을 주제로 국

제형법 학술대회를 열었다.

연세대 이형국 교수는 국내 신종범죄 현황에 대해 “자료의 부정조작이나 컴퓨터스파

이 등으로 분류되는 컴퓨터 범죄는 73년 첫 발생해 90년까지 17년간 41건에 불과했지만 

96년부터 4년간 682건이나 단속됐다”면서 인터넷 사기도 96년 8명에서 97년 88명, 98

년 206명, 99년 1-7월에만 253명으로 늘었고 인터넷 음란정보 유통은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외화유출까지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범죄의 대응책과 관련 사이버테러나 인터넷사기 음란물유통 등에 대

해서는 협박·명예훼손·사기죄나 전자기록 손괴죄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몰래카메라가 등장하는 등 신종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형법과 특별법상의 대응책도 빈틈없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에 대해 주제발표한 일본 간사이대 쿠즈하라 리키조 교수는 “90년대 중반

부터 소위 사이버 포르노그라피 범죄에 대한 법적용을 놓고 논쟁이 됐으나 판례상 음란

정보가 기록된 컴퓨터 자체를 음란물로, 데이타가 전송돼 다른 사람의 모니터에 나타나

는 과정을 형법상 진열로 보고 있다”고 소개한 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경회 원장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기술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달은 법체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비

롯한 각종 신종범죄에 형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범죄 법적대응 시급”

[ 한겨레신문 ] 2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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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0명중 7명이 사이버범죄 피해자

우라나라 인터넷 이용자 10명중 7명 이상이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경회)이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 7천

200명을 상태로 조사, 22일 펴낸 ‘사이버공간의 범죄피해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인 5천322명이 과거 3년 동안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겪은 사이버범죄유형으로는 ▲스팸 메일 29.7% ▲컴

퓨터 바이러스 21.9% ▲인신공격·언어공격·협박 21.7% ▲사이버 성희롱·성폭행

11.5%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측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인터넷 이용가구의 표본을 추출했으며 응답자

중에는 9세 이상의 미성년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중 피해경

험자의 대다수인 77.4%(4천30명)가 정신적 피해를, 7.9%(412명)가 물질적 피해를, 그

리고 14.6%(762명)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모두 겪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네티즌이 전체의 3분의 2를 웃도는데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4.9%인 263명만이 검·경찰이나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티즌 10명중 7명이

사이버범죄 피해자

[ 한국일보 ]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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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등 경제범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적발된 관련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벌금과 집행유예에 비해 크게 낮아 법적 제재방안의 재고가 필요하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한국의 금융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검찰이 

적발한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건수가 지난 96년 125건에서 재작년 708건으로 대폭 늘

어났지만 기소시 실형선고월(1심 기준)은 96년 5.4%(37건 중 2건), 재작년 21.8%(256

건 중 56건)를 각각 기록하는 등 96-2001년 5.4~21.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집행

유예 비율은 96년 35.1%(37건 중 13건), 재작년 33.2%(256건 중85건) 등 96-2001년 

20~36.5%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벌금형 비율도 25.7~46.3%로 실형선고율보다 높 

았다.

최인섭 연구실장은 “불법성이 강하고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강한 내부자거래, 시세조

종 등 범죄에 대해선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사범

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최 실장은 “일부 나머지 증권범죄에 대해선 

실형 대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형벌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주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범죄의 형태별로는 재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411건 중 시세조종이 152건

(36.9%)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위반 87건(21.1%), 대량보유 및 소유주

식 보고위반 32건(7.7%), 단기매매 차익취득 25건(6%), 미공개정보이용 15건(3.6%)순

이었다.

증권범죄 급증，

실형선고율은 낮아

[ 연합뉴스 ] 20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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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4명 ‘밤거리가 무섭다’

100명중 11명 범죄피해 경험... 성폭력·성희롱 피해신고율 제로 한 해 동안 10명중 

한명꼴로 범죄피해를 경험했으며 10명중 네 명이 밤거리를 걸으면서 두려움을 느낀 것

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

한 조사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한해동안 범죄피해를 당한 확률은 100명당 11

명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형사정책연구원은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범죄피해조사에 따라 설문 대상자 2천48명

을 상대로 8개 주요 범죄 피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자동차도난, 주거침입절도 등 

가구범죄는 100가구당 8.3가구가 폭력·상해·성폭력 등 개인범죄는 100명당 3.5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주거침입 절도가 100가구당 4.9가구가 자동차도난은 1가구가 피해경

험이 있었으며 대인절도는 100명당 2.2명, 성폭력·성희롱은 1.3명, 폭력·상해는 0.6

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명당 범죄피해를 당한 확률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7.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6.1명, 부산 14.6명, 전북 13.7명, 대전 13.1명, 경기 7.8명, 강원 6.6명, 충남 3.7

명, 울산 2.4명으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이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개인범죄 피

해율은 인천(5.8명), 경북(5.7명)이, 가구범죄피해율은 광주(16.1명) 경남(14.7명)이 높

았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집근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느냐’는 물음을 통해 측정한 결과 ‘두렵다’는 평가가 39.7%로 ‘두렵지 않

다’(34%)보다 5% 가량 많았다. 이는 98년 조사에서 ’두렵다’가 35.1%, ‘두렵지 않다’가 

38.8%로 나타난 것에 비해 두려움의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10명중 4명 ‘밤거리가 무섭다’

[ 연합뉴스 ] 2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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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인신구속 무죄추정원칙 위반 아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수사를 위한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진

국 박사는 20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인신구속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불구속 수사원칙이 무죄추정원칙에서 도출된다

고 이해하고 있지만 여러 관점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간다.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

소송법의 구속관련 규정에 따른 구속을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으

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이 정당한 형사절차의 확보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박사는 또 “구속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면 피의자에게 불이익처분으

로 다가올 수 있지만 구속 기간은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의 금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죄추정원칙이 구속요건 충족에 어떤 판단 기

준을 제공하는지 불분명하다.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형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를 정

하는 법칙으로 재판단계에서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이라는 점도 무죄추정원칙을 인신구속 제한 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이박사는 강조했다. 이 박사는 다만 “강제수사는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

는 문제이므로 헌법과 형소법은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이박사는 “무죄추정원칙을 인신구속의 제한원리로 이해하면 수사의 효

율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형사절차의 정당한 관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고 역설했다.

인신구속 무죄추정원칙 위반 

아니다

[ 연합뉴스 ] 2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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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 논의 확산…다양한 대안 거론

법무부가 사형제 존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국회에도 사형제폐지특별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사형제 존폐 문제를 둘러싼 각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형: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열고 사형제 존폐 논란을 둘러싼 학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공론의 장

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박사는 ‘사형 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를 대안으로 제안

했다.

강 박사는 “사형대상범죄를 국민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

다. 다만 국민의 생명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만 국한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국

민의 생명 침해가 수반될 구체적 위험이 있는 범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는 사형대상 범죄 가운데 위조통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형을 규정한 한국조폐공사

법 제119조 제1항이나 마약 등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사형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무관하므로 사형범죄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예시

했다.

 

사형제 존폐 논의 확산…

다양한 대안 거론

[ 연합뉴스 ] 200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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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요즘 조폭은 사업 확장 중

1인 평균 400만원 수입... 건축·M&A 등 사업 4개

유흥업소서 돈 벌어 합법업체 운영

지능형 범죄 늘어도 단속 건수는 줄어

조직원 평균 월수입은 400만원대

형정원에 따르면 조폭단체가 진출한 사업분야는 평균 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조폭들은 유흥업소. 게임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

다. 지난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상품권 유통사업 등에 30여 개의 조

폭이 개입했다는 것이 형정원의 설명이다.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없는 데다 손쉽

게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조폭들은 최근 들어 건축·부동산, 사채

업을 비롯해 연예사업에도 진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인수(M&A)나 주식투자 등

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했다. 또 사업 확대를 위해 조폭 간 영역 싸움보다 오히려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새로운 양상도 보인다고 형정원은 밝혔다. 형정원 박경래 박사는 

“조폭들이 과거 유흥업소를 갈취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합법을 가장한 사업체를 운영하

며 경제적 이권을 노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폭들의 수입도 상당한 수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등 대표 사업체의 연수익은 1억~5억

원이 30%로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10억원 이상이 각각 16%였다. 이에 따라 폭력

단체 조직원들의 월평균 수입은 4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도 16명(15%)이나 됐다.

요즘 조폭은 사업 확장 중

[ 중앙일보 ]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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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DNA는 없다

절도·폭력서 진화 … 살인까지 평균 13년 다수살인범 54명 첫 인터뷰·프로파

일링

관련핫이슈 : 범죄의 진화 ……그 끝은 살인

국내 다수살인범 대부분은 단순 절도와 강도, 폭행범 등에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중앙일보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과 공동으로 구속 수감 중인 다수살

인범(Multi-Murderer) 54명을 프로파일링한 결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들은 

다수살인범 54명 중 인터뷰에 응한 25명을 지난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만났다. 다수살

인범을 집단 인터뷰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분석 대상자에는 정남규 등 사형수 11명

도 포함됐다. 영화 ‘추격자의 장본인인 유영철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조사 결과 54명 중 

살인 범행 이전 전과자는 44명(81.5%)이었다. 초범은 11명에 불과했다. 1997~2006년 

10년간/전체 살인범죄자의 전과자 비율(61%)보다 다수살인범들의 전과자 비율이 20% 

포인트 높았다. 전과 보유자의 절반가량인 19명(43.2%)은 10대 때 처음 범죄를 저 질렀

다. 첫 죄명은 절도(17명)가 가장 많았다. 폭력 관련 전과자는 16명이었다. 하지만 최종 

전과기록상 폭력 관련 전과자는 52명에 달했다. 

살인 DNA는 없다

[ 중앙일보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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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다수살인범 사회적 환경에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실패자라고 생각 불만 해소 위해 순간적 범행”

대량살인, 연속살인, 연쇄살인 구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

다. 이번 보고서에는 다수살인범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추가했다. 다수살인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박형민 연구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다수살인범 54명을 선별해서 조

사를 진행했고, 그중 25명에 대해 7월 말부터 8월까지 대면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상 25명 중 실제 인터뷰를 한 사람은 23명이다. 영화 <추격자>의 모델인 유

영철과 다른 한 사람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박 연구원은 “인터뷰를 거부한 두 사람은 연

구 대상이 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수살인을 ‘대량살인’ ‘연속살인’ ‘연쇄살인’으로 구분했다. ‘다수살인’은 일

반적으로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 범행을 지칭한다. 대량살인은 피해자들을 

같은 장소에서 살해하는 행위, 연속살인은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하는 대량살인과 

달리 장소를 이동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범행이다. 연쇄살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일정

한 휴지기를 갖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박 연구원은 인터뷰 대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정남규를 꼽았다. 박 연구원

은 “범행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했고 범행을 즐기는 듯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박 연

구원과 인터뷰에서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다.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서 “범죄를 하면 

오히려 상쾌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감수성도 부족    

했다. 그는 대면 인터뷰에서 “죄책감이 잘 안 든다”고 진술했다. 

“다수살인범,  

사회적 환경에 영향”

[위클리경향 제809호]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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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술집 1% 늘면 5대범죄 5건 증가

전국 주거환경과 범죄 발생 상관관계 첫 분석

판잣집·움막 등 낙후주택이 많은 곳은 강·절도 사건이 많고, 유동인구와 외국인 비

율이 높은 지역은 강간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204개 시·군·구의 2005년 5대 범죄발생 건수와 인구

센서스·소득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낙후주택·유흥주점 비율과 인구 불안정성 

등이 5대 범죄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과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처음이다.

지역 내 술집 1% 늘면  

5대범죄 5건 증가

[경향신문] 2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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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놀이삼아 ‘집단 성폭행’ 저지르는 10대들

[미성년 성범죄, 떡잎부터 수상하다②] 죄의식 없는 청소년 성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성인 성범죄자들

은 전체의 92.4%가 ‘단독’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반면,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48.2%가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수도 성인(평균 1.77명)에 비해 청소년(평균 3.19명)이 월등히 많

았다. 성인 성범죄자들은 공범이 1명인 경우가 62.3%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청소년의 

경우 1명이 27.9%, 2명 16.3%, 3명 20.9%, 4명 20.9%, 5명 이상도 14.0%이나 돼 여럿

이서 같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르기보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

았다. 성인 범죄자의 경우 60.4%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계획적’인 경우는 

16.9%에 그쳤지만 청소년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2.9%로 가장 많

아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은 ‘놀이’나 ‘술’을 통해 여성을 유인했다고 답하는 비율이 성인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한 경우도 성인보다 다소 높게 나

타나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친구들 의리 지키려고”…놀이삼아 

‘집단 성폭행’ 저지르는 10대들

[중앙일보 노컷뉴스] 2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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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회적비용 연간 158조 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158조 7,300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연간 326만 5,000원 정도를 범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안과 방범 등 범죄예방에 드는 ‘예방비용’과 실제범죄로 발

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재산손실 등을 합한 ‘결과비용’, 그리고 수사와 처벌 과

정에서 생기는 ‘대응비용’을 모두 더한 액수입니다.

항목별로는 예방비용이 12.4%를 차지했고, 결과비용이 84%, 대응비용이 3.6%를 차

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보통 예방비용과 결과비용을 대부분 민간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

적 차원에서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사회적비용  

연간 158조 원”

[YTN] 2011.2.21.



2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처벌 강화해도 음주운전 여전

1500명 설문.. 음주운전 2004년 27% → 지난해 26%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사실상 제자리걸

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운전자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

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3일 형사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전영실 박사)이 발간한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보

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남녀 자가운전자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음주단속 기준이 될 수 있는 ‘소주 2잔반 이상 또는 맥주 500CC’이상을 마신 채 운전한 

사람이 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비

율은 27.6%였다. 지난 6년여 간 불과 1.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사실상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할 경우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는 생각은 40%에 그쳤다. 

10의 6명꼴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28.9%가 음주운

전을 했지만 적발된 적이 없다고 응답해 10명 중 3명꼴로 경찰 단속을 피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 강화해도 음주운전 여전

[문화일보]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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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관대한 경제사범/수십억 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

[자본주의 독버섯 ‘화이트칼라 범죄’ 대해부]

처벌 관대한 경제사범/수십억 

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

[파이낸셜뉴스] 2011.8.25.

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박사는 “금융 등 경제위기 때일수록 금융상품 부문에서 값어

치가 빠르게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화이트칼라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

인다”면서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적자가 쌓이는 경우나 실직

자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하락 등의 손

해를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금융 불안정으로 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려올 것으로 우려되고 이 여파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 잠복해 있던 화이트칼

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경제시스템과 규모가 커질수록 과거와 동일한 패턴의 범죄가 발생해도 피

해액과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면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어 2차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총체적

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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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기밀 누설 처벌 근거 미약…

육군 주력 전차인 K1A1의 방향장치 설계도면을 미국 업체에 유출하고 수억 원을 챙

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최근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가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설계도면을 국제우편으로 보낼 정도로 허술하

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나 영업 관련 기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보이스피싱으로 인

한 피해를 봐도 알 수 있다. 기업정보는 기업의 사활과 직결된다. 애플과 삼성의 국제소

송에서 볼 수 있듯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제품의 비밀이 다른 기업에 넘어

가면 그 기업은 존망의 기로에 선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국

제적으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으로 보호막을 두껍게 치고 있다. 

국가의 비밀은 국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인의 비밀이나 기업의 비밀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 국가 기밀에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경제적 과학적 군사적 정보가 모두 포

함된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다른 나라의 

정보, 특히 비밀로 분류돼 있는 고급 정보를 안다는 것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일이다. 

[기고/신의기] 국가기밀 누설  
처벌 근거 미약… 형법 개정  
서둘러야

[동아일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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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자 무직 75%로 대부분 사회적 약자…

- 형사정책연구원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입수

- 범행동기, 환각ㆍ망상>재미ㆍ과시>분풀이ㆍ스트레스 해소 순

최근 여의도 칼부림 사건, 수원 술집 여주인 살해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묻지마 사건의 범죄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수입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로,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그리고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11일 입수한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묻지마 범죄자의 특

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연구진은 지난 2012년에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 사건 47건(피의자 48명)의 수사·

재판 기록을 분석해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피의자 중 절반

에 가까운 만성분노형 범죄가 22명(45.8%)이었으며 정신장애형 18명(37.5%), 현실불

만형 8명(16.7%) 군으로 나왔다.

묻지마 범죄자 무직 75%로 대
부분 사회적 약자…“사회적 지
원만이 근원적 해결책”

[헤럴드경제]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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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도 ‘빈부 차별’

형사정책연구원, ‘경제력·사회적 신분따라 부착’ 지적

무직·하위계층에 쏠려… 재범 억제 효과는 기대 어려워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사회적 신분과 경제수준에 따라 차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

템에 대한 평가연구’를 보면 성폭력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 중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직업은 생산직 비율이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직

(30.4%), 서비스직(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2013 범죄분석’을 보면 

2012년 1만9321명의 성폭력범죄자 가운데 무직자는 4027명(20.8%)이었다. 무직자의 

경우 전체 차지하는 발생률보다 전자발찌 부착률이 높은 셈이다. 

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부연구위원은 “전자발찌가 만능이 될 수 없다. 보완책 마련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통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도  

‘빈부 차별’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④ ‘무늬만 법치’…  

사라진 준법정신

[경향신문] 20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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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이통사, 보이스톡 제한은 불법“

“송수신 방해만으로 감청에 해당”…망중립성 논의에 영향 전망이통사 “트래픽 

관리 위한 조치…법적 문제없어”  

이동통신사가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공공연구기관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문제를 기업-기업, 기업-소비자의 이해관계 상충이 아닌 

형사법적 관점으로 짚어봤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에서 진행될 망중립성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망중립성과 통신비밀보

호에 관한 형사정책’ 보고서에서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망중립성 견해는 통신비밀보호법

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저자로 참여한 전현욱 박사는 보고서에서 “통신사들은 자동화된 장비로 데이터 

통신(보이스톡)을 식별, 분류하고 특정 패킷을 골라내 전송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용의 

지득(知得)없이 송·수신을 방해하는 경우도 통비법상 감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마

땅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이통사, 

보이스톡 제한은 불법”

[연합뉴스]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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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지난 4년간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실

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46.2%로, 보통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비율(2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솜

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 법제도 연구실 팀장은 대검찰청의 의뢰로 연구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현실

을 지적하고 솜방망이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형이 확정된 아동학대사건 약식결정문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340건

중 약식기소로 끝난 경우는 91건이었으며,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이뤄진 경우는 249건

이었다.

약식기소된 경우는 30만~1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20건, 150만

~200만원은 18건, 250만~300만원이 31건으로 대부분이 300만원 이하의 선고가 났

다. 300만~500만원 사이에서 판결난 경우는 10건에 불과했다.

이같이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고, 선고형량이 낮은 것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아이의 

양육문제 등을 고려하는 등 양형기준상에 드러난 허점이 있었다. 보고서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재학대를 당한 아동이 2368명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는 1회로 종결되지 않

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않고 아동에게 돌려놓는 관행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10명 중 8명 감옥 안 간다

[헤럴드경제]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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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집 안에서 흉기 폭력 많고…

아동학대 수감자 특성 분석

아동학대로 수감된 이들은 주로 집 안에

서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해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에 수감된 65명의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53.1%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폭행치사 등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는 전체의 76.5%

였다.

수감자들의 78.5%는 자신의 집 또는 피

해자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공원이나 

산 등 실외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는 

전체의 9.2%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수감자들

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점이 많지만 자녀 훈

육에 관한 이해도는 수감자와 일반인 모두 

상당히 낮았다”며 “수감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훈육하는 올바른 방

법을 가르쳐야 이들이 아동학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집 안에서 흉기 폭력 많고…

알코올중독자 비율도 높아

[경향신문] 2015.12.24.

아동학대자와 일반인 비교

자료: 형사정책연구원



2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해외유출 산업기술 63건…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퇴사자들이 기술 팔아 넘겨…사전예방 위해 직원교육 필요”

자동차·전자 등 중국 업계의 추격이 매서운 가운데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등이 발표한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63건에 달했다.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34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했다. 대부분은 퇴사자가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겼거나 자신이 기술을 갖고 중국 

업체로 들어간 경우였다. 기술 유출 범죄에 연루된 인원도 2010년 886명에서 2013년에

는 1156명으로 3년 만에 30.5%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내에 있는 기업보다 해외에 있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 더 쉽게 유출된다”

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소수이고 대부분 민사적 화해 또는 조정으로 해결

된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만 통계에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기술 유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회사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직원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유출 산업기술 63건…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한국경제] 201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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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신뢰도 조사해봤더니…

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들은 경찰, 법원, 교도소, 검찰 순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형사정책연구원이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이 24.9%로 가장 

높았고 법원(24.2%), 교도소(19.1%), 검찰(16.6%) 순으로 나왔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

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형

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보고서에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집행의 공정성과 관련해 ▲권력 있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경향 

▲돈이 많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은 경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

는 경향에 응답자의 78%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응답

자의 14.4%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범죄로 부정부패를 꼽았다. 성폭

력(38.3%), 아동대상범죄(27.7%), 강·절도(15%), 가정폭력(14.8%), 탈세(11.2%)가 부

정부패의 뒤를 이어 시급한 범죄로 선정됐다. 

형사정책연구원는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대

체로 낮았다”며 “돈이나 권력,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법기관 신뢰도 조사해봤더니…

검찰 ‘최하위’

[경향신문] 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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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셉테드 마을’ 범죄 ‘뚝’

서울 자치구별 ‘셉테드’ 운영 실태 살펴보니

서울시 자치구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동네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손보고 있다. 다양

한 안전시설과 수단을 적용하는 셉테드 사업은 국내에선 뉴타운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셉테드 효과가 속속 입증되면서 도시 재생과 범죄 예방을 위해 자치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셉테드 효과가 크다는 것은 112 신고 건수로 증명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서울시 범죄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 셉테드 사업지역 4

곳 중 3곳의 폭력, 절도 등 112 신고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CCTV를 늘리고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13년 셉테드 사업을 시작한 중랑구 면목동은 112 주요 범죄 신고 건수가 

519건으로 2012년(456건)보다 오히려 13.8% 증가했다.

박준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면목동은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 대상 지역이 너무 

넓어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역에 있는 출소자 재활시설로 인해 CCTV 설

치에도 주민 불안감은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청 리포트] 으슥한 골목에 
CCTV·비상벨…
‘셉테드 마을’ 범죄 ‘뚝’

[한국경제] 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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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가결 고작 4%…

처벌강화 남발·전문성 부족이 문제

형사 관련 법안 가결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무조건 형량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쏟아

져 나온 데 있다.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 중 88%인 458건이 새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규

정 신설과 법정형 상향 등 처벌 강화 내용이었다. 법정형 상향의 경우 죄형균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관행처럼 일단 법정형을 높

이는 법안을 내고 의정 실적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진행한 김한균 연구위원은 “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 중 중범죄의 경우 이미 살

인죄만큼 형량이 높은데도 의원입법안은 형량 가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는 법정형 상향이 다른 방법에 비해 쉽겠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의 전 면밀한 법안 분석·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한균 연구위원은 “입법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가

결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가결 고작 4%…  
이래도 괜찮나?

[국민일보]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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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업불법행위, 강력한 대응 방안 필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과감히 도입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

화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원 윤지영·임정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론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코웨이 니켈 검출 △3M OIT 성분 필터 

한국 단독 판매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형사처벌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그 처벌을 감

수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인지되도록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국 입법사례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기업해산이나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사법감시 △공계약 배제 △법위반사실공표 등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와 구별되는 중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해당 제도가 부분적으로 우리 법제도에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된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제도의 부분적 도입을 넘어 우리 민법에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불법행위,  

강력한 대응 방안 필요해

[대한변협신문] 20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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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연간 7만건…

형사정책연구원, ‘시행 11년… 성과와 개선방안’보고서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박미숙·이진국)’ 보고서를 발간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범죄 피

해자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의료·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

권없음 처분을 한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등 조정 결

과를 최대한 감안해 선처하기도 한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박 선임연구원은 “형사조정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합

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민사사건에 비해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통합적 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며 “전국에서 활

동하는 형사조정위원들의 조정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형사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조정 연간 7만건…  

조정성립률 50% 넘었다

[법률신문뉴스]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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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독일의 형사보상

해외 사례

통일전 동독 규정은 유지.. 한국도 통일때 고려해야

佛, 배우자 면회까지 보상.. 무죄판결 게시 제도 규정

英, 보상 비율·금액 낮고 .. 美, 대상 적용 극히 제한적

보상 대상 폭넓게 둔 獨.佛

1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독

일 형사보상법은 구금과 관련해 재산적 손해는 물론 비재산적 손해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집행과 같은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

뿐만 아니라 압수, 수색이나 운전면허 정지 및 직업금지의 집행도 보상대상에 포함시 

켰다.

프랑스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설된 명예회복제도와 유사한 무죄판결 게시 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불기

소 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와 그 내

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보상청구권자가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프랑스의 입법례는 향후 우리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형사보상, 非재산적인 

부분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fn 스포트라이트 사법피해자, 공권력에 무너진 삶]

 [파이낸셜뉴스]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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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법 없어서 처벌 못한 것 아니다 

방위산업 비리를 처벌할 때 적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의 ‘이적죄’로 접근하거나 새로 

처벌 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뇌물수수 등 기존에 주로 적용해온 혐의로 다루되 형량을 

훨씬 무겁게 하는 것이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학모 연구위원은 13일 내놓은 ‘방산비리범죄의 예방·억제를 

위한 처벌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방산비리는 ‘이적’보다는 ‘이기’가 본질”이라며 “이적

죄를 적용할 경우 이적죄를 희화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단죄하자는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는 뇌물수수, 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 기존 방산 범죄 혐의에 ‘이적’

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수사적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 범죄 

처단은 ‘입법 흠결’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법적 수단과 장치들이 제대로 투입되거나 활

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입법보다는 형사소추와 형사재판에 노력이 집

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수사 역량을 전문화해 소추

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 실무에서도 방산비리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의 양형이 강화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개정 과정에서 ‘방산비리 관련성’을 가중 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것도 방산비리 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산비리, 법 없어서 처벌  

못한 것 아니다…형량 높여라”

[연합뉴스]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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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외국인범죄자 年 4만명 넘어…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아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범죄 검거 인원, 즉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현저히 높다. 최근 외국인 검거인원지수가 1591명으로 가장 높았던 2011년에도 내

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3524명으로 2.2배가량 높았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5% 높고 19세 이

하의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는 낮은 대신 20 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 비율

이 높아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층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의 범죄율은 

훨씬 더 낮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범죄 발생 비율은 내

국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

는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하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방해한다”고 지

적했다.  

외국인범죄자 年 4만명 넘어…

강력범 늘고 지능범 줄어

[헤럴드경제] 2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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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한국의 성폭력 범죄는 어떻게 변화했나

성범죄 발생률 크게 증가…몰래 카메라 범죄 늘어 

지난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

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2008년 218만9,452건에서 2015년 

202만731건으로 16만건 가량 감소했다.

전체 범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성범죄 친

고죄 폐지가 꼽히고 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를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되는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다. 친고죄는 성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자가 외부로 드러나 또다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으나 피해자

에게 고소에 대한 부담만 지우고 가해자는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 문제로 지적됐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범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수

사가 진행된다. 그 바람에 2012년 2만3,365건이었던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 2

만9,090건으로 5,000건 이상 늘었다.

10년간 성폭력범죄자, 5060 2배 

늘고 ‘벌금형’ 제일 많이 받았다
[사소한소다]<59>10년간 한국의 성폭력 범죄는  

어떻게 변화했나

 [한국일보]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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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인가구 안전문제에도 관심 기울여야

‘혼밥’(혼자 밥), ‘혼술’(혼자 술), ‘혼영’(혼자 영화), ‘혼행’(혼자 여행) 등 나홀로 족과 

관련한 낯선 신조어가 점차 일상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

년 기준 1인가구의 비율은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27.2%로 전체 가구의 4분의1을 

넘어섰다.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를 중요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이 최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인가구 밀집지역이 비밀집지역보다 2~3배의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의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20~30대 여성 1인가구는 그 어떤 집단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한편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잦고, 상

당수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주지

주변 환경의 안전까지 미처 고려할 수 없거나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거주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네트워크 기관’(UNPNI)으로 지정돼 활동 중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UNPNI 회원국 18개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을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

제포럼을 개최해 시민의 안전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와 해외 선진국의 형사사

법시스템 역시 지속가능 발전목표인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안전을 구현하

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요 포커스] 

1인가구 안전문제에도 관심  
기울여야

[서울신문]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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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봇 의료사고 대비해 ‘블랙박스’ 달자?

형사정책연구원, 의료기기·제조물책임법 등 법적 장치 개정 조언

입력된 명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술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수술로봇 시스템의 등장에 

대비해 의사의 주의의무 및 제조물책임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자동화기계를 이용

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최민영·김천수)’를 통해, 다빈치나 사이버나이프와 같

은 수술로봇을 비롯해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될 자율 수술로봇 시스템과 관련한 의료사

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행 법제는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 규

율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제조물책임법과 의료기기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로봇수술이 필요한 수술분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사고발생을 대비한 

‘블랙박스’ 설치도 고려 방안으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수술로봇이 투입되는 것에 의해 기존의 의료 과오 판단 법리가 크게 변경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술로봇은 기존 의료기기와는 분명 다른 스마트한 도구다. 의

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기존 수술팀 내 구성원의 역할을 변경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판단기준은 보다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기존의 제조물책임 법리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조물책임 판단기준과 관련 

법령도 재정비돼야 한다”고 봤다.

수술로봇 의료사고 대비해  

‘블랙박스’ 달자?

[청년의사] 201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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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청소년 온라인폭력 심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자는 17.2%, 가해 경험자는 17.5%로 나타    

났다.

문제는 경험이 쌓일수록 폭력에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

낸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폭력 가

해자 중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례해 증

가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재미로 해서, 상대가 원인 제공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답한 비

율은 27%였다. 같은 대답을 한 중학생은 39.9%, 고등학생은 49.5%까지 올랐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8.3%에 달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런 현상을 두고 “폭력의 무뎌짐”이라고 설명했다. 폭

력 경험이 쌓이는 만큼 죄책감 역시 둔감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초등학교 때는 

사소한 폭력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스토리] “재미로 한건데  
왜 잘못이죠?”… 
청소년 온라인폭력 심각

[연합뉴스] 20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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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硏 “암호화폐 전면금지 적절하지 않다”

“범죄 등 부작용 있으나 새로운 기술 금지는 다른 문제”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형사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

능성이 큰 새로운 기술에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

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

장은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의 가치는 기술혁신에 있고, 범죄는 오히려 부작용에 불

과한 것”이라며 “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적인 새로운 도구에 대해 단지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입법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방

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

정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사수신행위규제법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형사정책硏 “암호화폐  

전면금지 적절하지 않다”

[아주경제] 2018.3.19.



2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사기에 멍드는 한국…

[심층기획] 사기에 멍드는  

한국…대부분 지인에 속아  

‘가슴앓이’

[세계일보] 2018.4.8.

깊어지는 사회 불신/피해사례 2016년 51만건 껑충/강력범죄보다 가볍게 봐선 

안돼/타인·국가신뢰도 OECD 하위권

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2년 사기범죄 피해 추정 사례는 33만8519

건에서 2014년 34만7781건, 2016년 51만5256건으로 껑충 뛰었다. 2016년 기준 사기 

피해 추정 총액만 2조3804억여원에 달한다. 사기 피해자가 뜯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은 2014년 91.44%에서 2016년 83.34%로 하락세이나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속

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평소 잘 알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의 

경우 마음의 상처가 깊고 세상 자체를 불신하기도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 박사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

자와 달리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다’는 자책감이 커서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며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죄를 강력범죄보다 가볍다고 여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기 피해자가 자책감

이 지나치면 우울증에 따른 극단적 선택과 심지어 강력범죄에 손을 댈 수도 있어서다. 

전문가들이 개인끼리나 국민과 국가 간 불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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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률 2.4% … 

신청자 진술에 의존, 기준도 모호, “불복 소송 줄이어 … 신뢰도 높여야”

정부의 난민 심사는 입증 책임이 있는 난민 신청자들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에 크게 의

존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사당국이 현지 정보에 어둡다 보니 심사의 정확

성이 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국가에서 박해를 받아서 온 난민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A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중함을 넘어 실제로 심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난민 심사를 받고 불복해 재판까지 가는 불복률을 낮추려면 신속하고 공

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에 불복

해 행정절차를 밟고 소송하는 걸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없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 심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난민 인정률 2.4% … 
한 해 수천 명 신청하는데 
심사관 37명뿐

[중앙일보] 2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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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10억 돈다발 묻혔던 김제 ‘마늘밭’ 전국 곳곳에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 추산한 한국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169조7000억원.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중·고교생들

이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베팅에 언제든 접속해 베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법도

박 시장 규모는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Q 불법도박 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단기적으로는 현재 불법 도박하는 운영자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경우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사

감위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사감위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거악을 쫓게 해야 한다.” (중략) 

Q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영국 등 유럽과 미국이 온라인 스포츠베팅 등을 허용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합법화하되 그 이익금의 2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스페인의 경우 온라인 도박 합법화 이후 도박 

중독자가 크게 늘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합법화하더라도 단계

적으로 가야 하며 도박 중독자에 대한 치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110억 돈다발 묻혔던 김제 

‘마늘밭’ 전국 곳곳에 있다

[중앙선데이]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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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율 1위 한국…

[사기공화국-오명을 벗자 1-③] 사기 신고해도 10명 중 8명은 안잡혀...사기꾼 

잡아도 피해금 환수는 어려워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12월 발표한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절도나 사

기 등 재산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 ‘우울함’(34.3%)

을 경험했다고 닫했다. ’두려움’(20.9%),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16.4%), ‘고립감’

(11.6%)을 겪고 있다는 이들도 적잖았다. 

연구를 진행한 조영오 범죄통계센터장은 연구서에서 ”지난 6년간 사기나 절도 등의 

재산범죄피해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기 등의 재산범죄 피해

를 당하고 난 뒤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 우울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한 이들이 2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피

해가 심각하지 않아서’(37.8%), ‘증거가 없어서’(23.7%),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

리·해결해서’(11.23%),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10.12%)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범죄

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았다.

사기범죄율 1위 한국…

‘◦◦’하면 당한다

[머니투데이]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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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경제 어려울수록 정신질환자 범죄 는다…

“소득 적을수록 치료 어려워…생활 환경 개선 필요”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생활정도·혼인관계별 정신장애 범죄자’ 현황을 보면 

생활 정도가 ‘하류’ 계층인 정신장애 범죄자는 2006년 전체 범죄자의 70.7%를 차지했

다. 이 비중은 2017년에는 78.3%까지 상승했다. 반면 상류 계층에 속하는 정신장애 범

죄자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 안팎에서 머물렀다. 환자 개인이 가난할수록 범죄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처우연구실장 등은 2017년 말 발간한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보고서에서 “많은 학자가 소득 불평등의 폐해로 정신병·폭

력·살인 등 사회병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범죄가 빈곤·실업·공동

체 붕괴 등 사회 구조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기존 교정 정책을 넘어 환경을 개선하려

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경제 어려울수록 정신질환자 
범죄 는다…
10명중 8명이 하류층

[중앙일보] 2019.4.18.



241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3중 덫’에 갇힌 정신질환 범죄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분석

치료명령 대상자의 26.6% 조현병 환자 82.5% 

수입이 없거나 월 100만원 이하 78.7% 

직업 없거나 일용직 등 불안정 41.2%는 동거 가족 없이 혼자 살아 

“가족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관리해야”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

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치료명령’을 받은 심신미약 전과자의 대부분은 정신질환 치료

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로 나타났다. 치료명령제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

애인이나 주취자에게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치료명령제가 시행된 2016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이 접수된 치료명령 처분자 530명의 특

성을 파악해, 지난해 12월 이 보고서를 냈다.

[단독] 실업·가난·고독… 
‘3중 덫’에 갇힌  
정신질환 범죄자들

[한겨레] 20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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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

정신장애범죄 재범률 높아...치료감호 효율 제고 필요

의사 1명이 환자 100명 담당...물적·인적 자원 부족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도 미비...“일본 사례 참고 필요”

정신질환 범죄는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과 또는 치료 경력이 있

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장애 범죄인들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일본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치료감호

소와 유사한 일본의 의료관찰법병동은 환자 대 인력의 비율이 우리나라 치료감호소 인

력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치료에 더 효율적이다. 일본 의료관찰법병동은 의사 1인당 환

자 8명을 담당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1.5명을 담당한다.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입원치료 시킬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도 우리보다 많고, 관리가 더 잘 돼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치료감호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 ④ 
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뉴스핌] 2019.4.25.



243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위드마크 공식’ 허점 노리는 음주운전자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은 부정확’ 대법원 판례 이후

처벌기준 0.05% 근접일 때 무죄 주장 늘어…검, 입증 고심

음주운전 처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된다. 1931년 

스웨덴 학자 위드마크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측정해 만든 공식으로 한국

에는 1996년 6월 도입됐다. 이후 의학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까지 

상승한 뒤 하강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허점을 

노린 ‘상승기’ 주장이 나왔다. 최근 ‘상승기’를 반영해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상승기’에 측정해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불확실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달 대검찰청에서 연구용역 수탁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 강화방안 

실시에 따른 시행성과 분석 및 해외 처벌 실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절성과 대체 방안도 함께 논의해 올해 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해성 부패·

경제범죄연구실장은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지만, 위

드마크 공식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직전에 음료수를 

마시는 등 정확한 측정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처벌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

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 허점 노리는  

음주운전자들 

[경향신문] 20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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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엄벌주의 성범죄 대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200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엄벌주의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성폭력

대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중 상당수의 대책은 조두순사건 이후 이에 공분한 여론의 

압력에 의해 마련되었다. (중략)

이러한 이중삼중의 엄벌주의 정책들은 일견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아

동성폭력 범죄의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반국민들은 더욱 불안

해하며,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중략)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어도 엄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경우 엄벌주의는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저항을 야기할 수 있고, 일반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략)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위해 신고율 제고, 수사력 강화 방안을 모색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죄자의 변화와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화 및 치료프

로그램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범죄와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사회환경과 문화를 바꾸는 

사회정책 등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형사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한국일보 형형색색 기고]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벌주의 성범죄 대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한국일보] 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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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아이돌로 설 자리 없다…  

학폭(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윤○○이 JYP엔터테인먼트와 ‘프로듀스X101’에서 모

두 방출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오전 “회사의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현재 Mnet ‘프로듀스X101’에 출연중인 윤○○군과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략)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아이돌은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 그리고 멘

토가 된다”면서 “모든 부분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데뷔 전 위법이나 부당한 행

동을 한 경우에는 데뷔 자체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약자인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명확하다면 모든 사람들의 우

상으로 사랑을 받는 아이돌이 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편이 좋다”면서 “요즘은 SNS 

발달해 있어 ‘과거 잘못을 좀 저질렀더라도 시간이 지났으니 잊혀졌겠지’라는 안일한 생

각을 했다가는 과거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게 된다”고 충고했다.

학폭 가해자  

아이돌로 설 자리 없다… 

[한국경제]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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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연구총서 목록

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1989

89-01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이정수, 조병인, 최영신, 백월순

89-02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정수, 정동진, 장석헌, 이윤호

89-0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김준호, 노성호

89-04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심영희, 윤성은, 박선미, 조정희

89-05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신동운, 이호중, 최병천, 문성도

89-06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정수, 신의기, 김효정, 최창식

89-07 민생치안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신현주

89-08 정보 및 조직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의 관계 김보환

1990

90-01 소년원교육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김영찬

90-02 수사경찰의 근무실태 안해균

90-03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김형청

90-04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연구 서재근

90-05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준호, 이동원

90-06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김상희, 조병인

90-07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박선미

90-08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박선미

90-0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김준호, 노성호

90-10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전병재

90-1 1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김상희, 최영신

90-12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원호택

90-13 유흥업소주변의 습관중독성물질 오·남용실태 연구 김경빈

90-14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이윤호

90-15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이황우

90-16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장동원

90-17 파출소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김상희, 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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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1990

90-18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최인섭, 김효정

90-19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윤진, 곽금주

90-20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박성수

90-21 각국의 구속제도 이재상, 이호중

90-22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신동운, 최병천

90-23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90-24 강제수사절차의 개선방안 이재상

90-25 질서위반법 조병선

90-26 강·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심영희, 김성언

90-27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윤성은

90-28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상희, 정동진

자료집 형법제정자료집 신동운

자료집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신동운

1991

91-0 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심영희, 박정선 

91-02 강간범죄의실태에 관한 연구 최인섭, 전영실

91-03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영환, 최병각

91-04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도입에 관한 연구 도건효

91-05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김익기, 박선미 

91-06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권태정

91-07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김상희, 이태원 

91-08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김준호, 노성호 

91-09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김상희, 조병인

91-10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박재윤

91-1 1 약물남용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대책 이근후

91-12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상희, 정진수

91-13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연진영

91-14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 김상희, 이인순

91-15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연구 김준호, 김선애

91-16 강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이재상, 박미숙

91-17 약물남용 범죄와 약물공급 범죄에 관한 연구 김익기, 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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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91-18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김성이

91-19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장영민, 탁희성

91-20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영환, 이경재

91-21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이재상, 이호중

91-22 중퇴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준호, 박선미

91-23 청소년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동일

91-24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준호, 박정선

91-25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김익기, 김성언

91-26 사회구조와 범죄 최인섭, 박순진

91-27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인섭

91-28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문영호, 정진수

91-29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이기호

91-30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장영민, 조영관

91-31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박상기

91-32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 미국의 경우 심영희

91-33 누범수형자의 관리방안 임웅

91-34 양형의 형벌이론적인 기초 및 개별적인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김영환, 최석윤

1992

92-0 1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김희옥

92-02 현금다액취급업소의 방범대책 연구 문영호, 조병인 

92-03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연구 오영근, 최병각 

92-04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문영호, 이인순 

92-05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인섭, 전영실

92-06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차종천, 김은경 

92-07 현행 환경범죄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오영근, 이경재 

92-08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준호, 노성호 

92-09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문영호, 이인영 

92-10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백진현, 조균석 

92-11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오영근, 최석윤 

92-12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차종천, 최영신 

92-13 성인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문영호, 여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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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92-14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장영민, 조영관 

92-15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 최인섭, 진수명 

92-16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이재상, 박미숙

92-17 현행 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장영민, 정진수 

92-18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준호, 박미성 

92-19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 분석 최인섭, 진수명 

92-20 보호감호실태와 개선방안 장규원

92-2 1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 일본제도를 중심으로 김승구

92-22 유전자 감정의 범죄수사 응용에 관한 연구 이정빈

92-23 남북한 사법운영실태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 이건종, 이경렬 

92-2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경향성 및 

법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문용린

92-25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장영민, 박강우 

92-26 누범에 관한 연구 장영민, 탁희성 

92-27 미국의 유죄답변협상제도 이영란

92-28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김준호, 김성언 

92-29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신양균

92-30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이병기, 류철원

92-31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김준호, 김순형

92-32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이론상의 문제점 장영민, 박기석

1993

93-0 1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김준호, 이동원

93-02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기, 이경재

93-03 소년범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이병기, 노성호

93-04 음란물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준호, 박해광

93-05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1964 - 1991 이상철, 기광도

93-06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이상철

93-07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연구 이상철, 최석윤

93-08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이병기, 승성신

93-09
강력범죄자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인섭, 박철현

93-10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김준호,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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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93-1 1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이건종, 전영실

93-12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오영근, 이상용

93-1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장규원

93-14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심희기

93-15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오영근, 최병각

93-16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김준호, 이순래

93-17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최인섭, 최영신

93-18 도시성장과 범죄 최인섭, 박순진

93-19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이병기, 신의기

93-20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장영민, 조영관

93-21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관한 연구 이재상, 박미숙

93-22 돈세탁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이병기, 이경재

93-23 사회규범의 준수요인에 관한 연구 최인섭, 이성식

93-24 안락사에 관한 연구 허일태

93-25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오경식

93-2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최인섭, 박순진

93-27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최인섭, 진수명

93-28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장영민, 정진수

93-29 경찰과 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장영민, 박기석

93-30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이백철

93-31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병기, 이기웅

93-32 절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장영민, 탁희성

93-33 사설교도소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진

93-34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박영관

1994

94-01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 김준호, 이동원

94-02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김준호, 김은경

94-03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이건종, 전영실

94-04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김준호, 이순래

94-05 수강명령제도의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이병기, 노성호

94-06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기, 승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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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94-07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이병기, 박정선

94-08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최인섭, 김지선

94-09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기, 신의기

94-10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근, 최병각

94-11 행정형법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이건종, 박기석

94-12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이병기, 김성언

94-13 주택지에서 범죄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강철

94-14 각국의 테러범죄대응책에 관한 연구 이건종, 조현지

94-15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장영민, 박강우

94-16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규원

94-17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김성돈

94-18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이기헌, 기광도

94-1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오영근, 박미숙

94-20 재산범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 강력범과의 비교연구 최인섭, 박철현

94-2 1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손명세

94-22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최인섭, 최영신

94-23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최인섭, 이성식

94-24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 이훈규, 최병각

94-25 뇌물죄에 관한 연구 오영근, 이상용

94-26 공산권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 장영민, 이건호

94-27 증권범죄에 관한 연구 장영민, 조영관

94-28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이기헌, 정현미

94-29 국제환경형법 조병선

94-30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김두섭, 민수홍

94-3 1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이병기, 김성언

94-32 가석방자와 만기출소자의 재범 비교 최인섭, 진수명

94-33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 오영근, 진희권

자료집 양형연구자료집 탁희성, 이상용

번역서 양형론 이기헌, 최석윤

1995 95-01 한국의 청소년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김준호,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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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5-02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준호, 김은경

95-03 소년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이훈규, 이정규

95-04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노성호

95-05 범죄인인도제도 이훈규, 신의기

95-06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영민, 박강우

95-07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인섭, 김지선

95-08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조병인

95-09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김두섭, 기광도

95-1 0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최인섭, 최영신

95-1 1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이기헌, 박기석

95-1 2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영근, 박미숙

95-1 3 여성수형자의 수용생활실태 김두섭, 전영실

95-1 4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김석준

95-1 5 형사특별법제정실태와 개선방안 오영근, 안경옥

95-1 6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오영근, 조현지

95-1 7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최인섭, 박철현

95-1 8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김준호, 박정선

95-1 9 외국의 수형자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장규원

95-20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헌, 김성은

95-2 1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및 각국의 대응방안 김영철

95-22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이상돈

95-23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 심혜숙

95-24 범죄신고 증진방안 이훈규, 이기웅

95-25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박상기, 이건호

95-2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식

95-27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민수홍

95-28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정진수

95-29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상기, 탁희성

95-30 독일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박재윤

95-3 1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준현, 김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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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1995
95-32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최인섭, 진수명

자 료 정신감정과 치료감호자료집 김종률

1996

96-0 1 유엔의 범죄방지 프로그램 윤정석

96-02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전략 이훈규, 이경재

96-03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김준호, 이동원

96-04 서울시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조병인, 박철현

95-05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이훈규, 이정규

96-06 서울시민의 기초질서준수에 관한 연구 조병인, 전영실

96-07 법인범죄의 효율적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헌, 박기석

96-08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노성호, 이기웅

96-09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최인섭, 김지선

96-10 노역장유치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헌, 최병각

96-1 1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최인섭, 기광도

96-12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김준호, 김은경

96-13 독일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장규원

96-14 유럽의 국제조직범죄 규제방안 신의기

96-15 형사사법기관편람 이훈규, 노성호, 최석윤

96-16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개발과 재범방지효과 조성희

96-17 제조물의 하자에 의한 형사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전지연

1997

97-01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

97-02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 정완

97-03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김종정

97-04 각국의 검찰제도 박승진, 이경재, 최석윤

97-05 차량절도의 실태 및 대책 조병인, 전영실

97-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 최인섭, 기광도

97-07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최인섭, 김성언

97-0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대책 연성진, 김지선

97-09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 및 대책 조병인, 박철현

97-10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개발방향 손동권, 최영신

97-11 컴퓨터를 이용한 몽타주 제작법 최창석,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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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1997

97-12 개발의료과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정현미

97-13 구속영장심사와 피의자심문 정진수

97-14 가석방심사체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장규원, 진수명, 이상용 

97-15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유사처벌조항 정비방안 이기헌, 박기석

97-16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이기헌, 이건호 

97-17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최영호

97-1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민수홍

97-19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박상기, 박강우 

97-20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장규원

97-21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964-1996 박승진, 이동원, 박순진 

교과서 형사정책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번역서 양형론 이기헌, 최석윤

1998

98-0 1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김종정

98-02 학원부조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촌지관행을 중심으로 전영실

98-03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탁희성

98-04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노성호

98-05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김지선

98-06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대책 정진수

98-07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와 대책 신의기

98-08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박강우

98-09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김성언

98-10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기광도

98-11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박순진

98-12 AIDS와 관련된 형사사법 문제와 예방대책 정현미

98-13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최인섭, 진수명

98-14 부정부패의 사회문화와 개선방안 모색 박철현

98-15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동향 이상용

98-16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최석윤

98-17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와개선방안 장규원

98-18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그 통제방안 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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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1998

98-19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방안 연구 - 경미한 죄를 중심으로 박미숙

98-20 각국의 몰수제도 박승진, 이기헌 최석윤

98-21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최병각

98-22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평가 연구
최인섭, 노성호, 이동원, 박순진,

진수명, 김지선

1999

99-01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은경

99-02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정현미, 장규원, 박철현, 진수명

99-03 교도소내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임재표

99-04 한국의 청소년범죄 연구동향 이동원, 김지선

99-05 야생동물 밀렵의 현황과 형사법적 대응 박기석

99-06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전영실

99-07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Ⅲ) 박순진, 최영신

99-08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신의기

99-09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이건호

99-10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탁희성

99-1 1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영상매체의 활용 정진수

99-12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미숙

99-13 실직자의 일상활동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 기광도, 최영신

99-14 IMF시대에 따른 범죄양상과 대책 최인섭, 이상용, 기광도

99-15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 동향 : 1985-1998 박순진, 이상용

99-16 제정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최병각 

99-17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연성진 

99-18 범죄신고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조병인

99-19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 노성호, 김성언, 이동원, 김지선 

99-20 청소년범죄 추세분석 : 1966-1998 김성언, 노성호

99-21 90년대 돈세탁 -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장준오 

99-22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연구 박철현 

99-23 기업범죄의 현황 및 정책분석 박강우

99-24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 최인섭, 최영신, 박순진

99-25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 노성호, 김성언, 이동원,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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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1999

99-26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노성호, 김성언, 이동원, 김지선 

99-27 청소년보호연령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최인섭, 전영실

99-28 외국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운영 장규원, 정현미, 진수명, 박철현 

99-29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 연구 장규원, 정현미, 진수명, 정희철 

99-30 고소제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최인섭, 이상용, 기광도 장규원 

99-31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 정현미, 진수명, 박철현

99-32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조병인, 정진수, 정완, 탁희성 

99-33 경찰분야 부정부패 방지대책 연성진, 박미숙, 김은경

번역서 미국의 형사절차 정완

번역서 청소년비행의 이해 노성호, 김성언, 이동원, 김지선

2000

00-01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조병인

00-02 조선시대 전통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임재표

00-03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정완

00-0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이건호

00-05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탁희성

00-06 피학대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전영실

00-07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

00-08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지선

00-09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 연구 김성언

00-1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박철현

00-1 1 교통관련 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기광도

00-12 형사판결의 집행에 있어서의 국제공조방안 신의기

00-13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강은영

00-14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박미숙

00-15 장기이식법의 시행과 향후 전망 이상용

00-16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백광훈

00-17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성진

00-18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이민식

00-19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상훈

00-20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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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2000

00-21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원혜욱

00-22 전자감시체제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김혜정

00-23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최영신

00-24 스토킹(Stalking)의 실태와 대책 박철현, 이상용, 진수

00-25 신도시지역의 범죄발생상황에 관한 연구 명진수

00-27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명장준

00-28 신종 성폭력 연구 정진수, 정완, 김은경

00-29 여성수사관제도연구 박미숙

00-30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최인섭, 원혜욱, 강은영

00-3 1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최영신, 박순진

00-32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 전개방향 연성진, 최병각, 기광도

00-33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신의기, 이건호

00-34 양형분석시스템을 위한 양형인자 유형화에 관한 연구 김혜정, 탁희성

00-35 외국의 새로운 소년범 처우방안 노성호

00-36 제10차 유엔범죄방지회의 분석 및 평가 장준오

00-37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조은석, 김광준

00-39 외국의 교정현황에 대한 연구 정진수, 임재표, 전영실, 한상훈

00-40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 고찰 유용봉 

자료집 조선시대 휼형(恤刑) 사례집 임재표 

교과서 경찰학개론 조병인

2001

01-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김은경

01-02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조병인

01-03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홍남식

01-04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최영신

01-05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 박철현

01-06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탁희성

01-07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백광훈

01-08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Ⅰ) 박미숙

01-09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Ⅱ) 이건호

01-10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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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2001

01-11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전영실

01-12 성인범 보호관찰의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김혜정

01-13 부패 : 1980-90년대 정경유착 장준오

01-14 인간복제의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신동일

01-15 형사절차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정진수

01-16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김지선

01-17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 암호정책을 중심으로 정완

01-18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농기계의 절도피해 실태 및 대처방안 기광도

01-19 집중보호관찰활동 성과에 관한 연구 진수명

01-20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연구 김성언

01-21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Ⅰ) - 식품위생, 세무분야 연성진, 이민식, 이천현

01-22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Ⅱ) - 건설, 건축,환경분야 이천현, 연성진, 이민식

01-23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Ⅲ) - 식품위생, 세무분야 이민식, 연성진, 이천현

01-24 치료중단과 안락사 이상용

01-25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이병희

01-26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도중진

01-27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조은석, 김광준

01-28 문화재범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신의기

01-29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김용세, 박광섭, 도중진

01-30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이영준, 정 완, 금봉수

01-31 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원혜욱

01-32 시민불복종의 형사법적 문제 최병각

01-33 여성출소자 취업실태와 취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식, 박미숙

01-34 각국의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연구 진수명, 김혜정

01-35 양형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형모델 연구 박철현

자료집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연구 김지선, 이병희

자료집 부동산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 방안 최인섭, 신의기, 정완

자료집 남북한 평화공존과 연합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조은석, 김광준

2002
02-0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김은경

02-02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 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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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2002

02-03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이천현

02-04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최영신

02-05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이건호

02-06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에 관한 연구 김지선

02-07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02-08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김광준, 원범연

02-09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조병인

02-10 테러리즘 관련 법규 정비방안 신의기

02-1 1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적응실태와 문제 장준오

02-12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박미숙

02-13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정방지 시스템 진단 윤동호

02-14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와 대책 황지태

02-15 생명공학 남용과 법적 규제를 위한 연구 신동일

02-16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최인섭, 이천현 외

02-17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정 완

02-18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이진국

02-19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전영실

02-20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 1964~2001 최인섭

02-2 1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이상용

02-22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강은영

02-23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칠

02-24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혜정

02-25
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 특히 유사금융사기범죄를 중심으로
도중진

02-26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신의기, 강은영, 이민식

02-27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정재준

02-28 한국의 민간경비 - 성장과 함의 김성언

02-29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 추세분석 최인섭, 박순진, 기광도

02-30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정진수

02-31 미국의 교정현황에 대한 연구 홍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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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2002

02-32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이동진

02-33 보험사기의 실태와 방지방안 이병희

02-3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여민경

02-35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김지선

02-36 어린이를 위한 법이야기 연성진, 정 완

02-37 주요국의 자금세탁개념·범죄구성요소·판례 등에 관한 연구 장준오, 김혜정, 도중진

02-38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 전영실, 이성칠, 원혜욱

02-39 시세조종행위의 형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임철희

02-40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순래

02-41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장규원

02-42 가정폭력 가해자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처우 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경

02-43 언론출판 자유의 한계와 민·형사책임에 관한 각국의 실태연구 조병인, 이진국

02-44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김은경, 최영신 김성언

02-45
정치권력 등에 의한 국민적 의혹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 및 처리실태
김광준, 신동일

02-46 스토킹의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02-47 해양교통사고처리와 특례입법에 관한 연구 박미숙, 이경호, 최석윤

02-48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최인섭, 진수명

02-49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관한 연구 도중진, 이상용

02-50 교정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수, 홍남식, 김혜정

02-5 1 보험범죄의 형사판례동향 Ⅰ 이병희, 탁희성, 박형민

02-5 1 보험범죄의 형사판례동향 Ⅱ 이병희, 탁희성, 박형민

02-5 1 보험범죄의 형사판례동향 - 판례의 분석과 추이 이병희, 탁희성, 박형민

02-52 형사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선도방안 연구 이동진, 김지혜

번역서 가해자 - 피해자 조정 이진국

2003

03-01
기업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 선진 각국의 기업범죄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유병규

03-02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김은경

03-03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선

03-04 캐나다의 불법수익몰수체계 연구 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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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2003

03-05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황지태

03-06 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신동일

03-07 형사절차에서의 협상에 관한 연구 윤동호

03-08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연구 김혜정

03-09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탁희성

03-10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변화 연구 최영신

03-1 1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이진국

03-1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정 완

03-13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최인섭

03-14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김성언

03-15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정진수

03-16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정진수, 박양빈, 이윤호, 임재표, 

김종정, 홍남식, 이종택

03-17 독점규제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이천현

03-18 공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황만성

03-1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Ⅳ) 최인섭, 김지선, 황지태

03-20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전영실

03-21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Ⅱ) 박형민

03-22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백광훈

03-23 마약류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신의기

03-24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강은영

03-25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이동진

03-26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태정

03-27 마약조직의 생존행태에 연구 조병인

03-28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이성칠

03-29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도중진

03-30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성진

03-3 1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박미숙

03-32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박성래

03-33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 원범연, 조성용



26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2003

03-34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
정재준, 원혜욱

03-35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 진단과 처방
최인섭, 이순래, 노성호, 조은경, 

박정선, 박순진, 박철현, 박형민

03-36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연구 장준오

03-37 한국과 선진국의 교정조직 구성 및 운영의 차이에 관한 연구 최유성, 정창화, 최무현

03-38 수사권 독립논의에 관한 연구 정완, 이건호, 이진국

03-39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백광훈, 신동일, 이천현

03-40 형사절차상 고문 방지대책 도중진, 탁희성

03-41 사이버로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입법방향 정완, 이진국

03-42 위험사회의 휴대전화와 형법적 통제정책의 한계 원범연, 윤동호, 조은석, 한상훈

03-43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신의기, 강은영

03-44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조은경

03-45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김혜정

03-46 한국의 형사정책-현황과 쟁점 및 그 과제
최인섭, 정진수, 연성진

박미숙, 신의기, 김은경

03-47 납치범죄에 관한 연구 이동진, 김성언

03-48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성한기, 박순진

03-49
외국신고 및 심사제도 등을 포함한 부패신고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
박미숙, 한인섭

03-50 자금세탁 범죄수익 몰수기금의 설립과 활용방 안에 관한 연구 장준오 

03-51 청소년들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성식 

03-52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사회 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 장규원

03-53 약물법정제도 도입 방안 연구 김성이, 김민지, 김은아 

03-54 사면·복권의 재조명 정현미, 황지태

03-55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김기득, 곽대훈

03-56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최영신, 전영실, 이천현 

03-57 주요국의 마약통제체제에 대한 연구 이진국, 신동일

03-58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효율화 방안 연구 신의기, 김혜정, 강은영 

03-59 형사법령용어의 순화(醇化)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정 완, 윤동호,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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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3-60 수사상 녹음·녹화자료의 증거능력 부여방안 탁희성, 백광훈 

03-6 1 선진 각국의 보호관찰 조직 및 인력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김혜정, 황만성

03-62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진국, 황태정

03-63 정보통신망상 불법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원범연, 정완, 황태정 

03-6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신의기, 원범연

03-66 Crime & Criminal Justice in Korea(Volume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67 Crime & Criminal Justice in Korea(Volume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68 Crime & Criminal Justice in Korea(Volume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04-01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 서비스 개선방안(I)
최인섭, 이천현, 박형민, 황지태, 

박상기

04-02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I) 신동운, 장영민, 김성돈

04-03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II) 김정혜, 최유성, 홍진이, 남현이

04-04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V) 정진수, 조국, 하태훈, 정현미

04-05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V) 이상돈, 안경옥, 임동규

04-06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조병인, 원혜욱, 민수홍, 이경재

04-07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조병인

04-08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연성진

04-09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박정선

04-10 사회내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동원화 방안 김성언

04-1 1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박성래

04-12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김양곤

04-13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김지선

04-14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신의기

04-15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강은영, 이성식

04-16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강은영

04-17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성이, 김은아

04-18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이경렬

04-19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용

04-20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윤동호

04-2 1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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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4-22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정 완

04-23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최인섭

04-24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이진국

04-25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04-26 강절도범죄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황지태

04-27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범식

04-28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도중진

04-29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탁희성, 도중진

04-30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동일

04-3 1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전영실

04-32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김은경

04-33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박미숙

04-34 불공정한 선물거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이천현

04-35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법적책임 및 개선방안 홍승희

04-36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황만성

04-37 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 방안 황태정

04-38 주요 선진국의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과 활용방안 연구 유혁상, 권창국

04-39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연성진, 민수홍

04-40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유병규

04-4 1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엄명용

04-42 조직범죄집단의 국제적 연계실태와 차단방안 신의기

04-43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정 완, 황태정

04-44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 김한균

04-45 Crime in Korea 장준오

04-46
청소년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준호

04-47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타당도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경

04-48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와 개정방안 심희기, 이석수

2005
05-0 1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 최인섭 

05-02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및 활성화방안 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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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5-03 파산범죄에 관한 연구 이천현

05-04 선거사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임성식, 박영실

05-05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만, 신연희

05-06 청소년비행의 종단적 연구를 위한 패널설계 연구 연성진

05-07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최영신

05-08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선

05-09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인지도 연구 황지태

05-10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김양곤, 이수정, 이민식

05-1 1 전자정보침해의 실태와 법적규제 탁희성

05-12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전자우편의 불법성과 형사정책 신동일

05-13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홍승희

05-14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민

05-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김혜경

05-16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황태정

05-17 주요 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연구 강석구

05-18 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정진수

05-19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윤동호

05-20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송기오, 강경래

05-2 1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이진국

05-22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및 현출방안 류혁상, 권창국

05-23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비교 분석 

- 미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박미숙

05-24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화 방안 이동환, 표창원

05-25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도중진

05-26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박경래

05-27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신의기

05-28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 한국과 중국 장준오

05-29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정 완

05-30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이진국, 도중진

05-31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강석구,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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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5-18-0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박철현

05-18-02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김지영

05-18-03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제 도적 방안 황만성

05-18--04 사법개혁논의과정에서 법률가직역간의 갈등구조 김창록, 이진국

05-18-05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 폭력을 중심으로
최인섭, 박형민, 박순진, 노성호, 

이순래

05-18-06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처방안 유홍준, 원혜욱

05-18-0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김성언, 김진혁, 임창호 

05-18-08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김혁래

05-19-01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와 수요감소전략 강은영, 이성식 

05-19-02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김은경

05-19-03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

의 협력 활성화 방안
황만성, 한동운

05-19-04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권오성, 서성아, 김윤수 

05-19-05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한균, 박장우

05-19-06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

김은경, 강은영, 권오성, 김한균, 

박효정, 황만성

2006

06-01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Ⅴ) 김지선, 박미숙, 김지영, 홍영오 

06-0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06)
최영신, 탁희성, 윤동호, 강석구, 

박형민, 김한균

06-03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최인섭, 이순래, 조균석 

06-04 착상전진단술의 생명형법적 고찰 신동일

06-05 지식재산권 관련 형벌법규 정비방안 홍승희

06-06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임성식, 이경렬

06-07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녹음·녹화방식을 

중심으로
나영민, 박노섭

06-08 양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이천현, 김혜정

06-09 형벌가중체계의 개선방안 - 누범·상습범·경합범 윤동호, 하태영

06-10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김혜경

06-11 형법총칙 비교법자료집 장규원, 강동욱

06-12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손동권, 김재윤

06-13 형법상 위법성 관련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이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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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재산형제도의 정비방안 정행철

06-15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정책검토 박미숙, 곽상현

06-16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고경희, 이진국

06-17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황태정

06-18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이승현

06-19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송구조 비교 연구 주승희

06-20 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동운

06-2 1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탁희성, 이상진

06-22 형사절차상 유전자 정보의 관리 및 활용방안 황만성, 이숭덕

06-23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제고방안 김지영, 김시업

06-24 여성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연구 최영신, 황정임

06-25 장기 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연구 정영진, 신연희

06-26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이법호, 박성수

06-27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박형민, 류종하

06-28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연구 장준오, 이전환

06-29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정 완

06-30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 주요 선진국의 인신구속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정진수

06-3 1 국가간 수형자 이송제도 연구 천진호

06-32 중국의 금융사기범죄에 관한 국제 연구 이천현, 진택헌 

06-33 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Ⅱ) 연성진

06-34 중국의 독직범죄에 관한 연구 박길수

06-35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해소전략 

- 갈등해소의 수단으로서 회복적사법 

이진국, 도중진, 김성돈, 김용세, 

박광섭, 오영근, 원혜욱

06-3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Ⅰ) 김은경, 이호중

06-3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김지선, 이동원 

06-38 회복적 소년사법 조정실무가(facilitator) 실행지침 황지태, 노성호 

06-39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홍영오, 이수정 

06-40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이진국, 오영근

06-4 1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도중진, 원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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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2 각국의 회복적 사법 운용실무 자료집 박광섭, 김성돈 

06-43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김용세, 류병관

06-44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신의기, 강은영, 김한균, 권수진, 

이경재, 주호노

06-45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신의기, 주호노

06-46 마약류 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강은영, 이경재 

06-47 의료시설의 마약류취급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한균

06-48 마약류 포상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권수진, 신의기 

06-49 폭력조직의 서식환경 연구 조병인, 최응렬 

06-50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박경래, 손석천 

06-51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연구 강석구

06-52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송기오, 강경래

06-53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연구 최응렬. 송병호

06-54 중국 현대 사면제도의 재구성 연구 음건봉, 이성연

06-55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형사법률제도 연구 용익비, 황경평, 곽화, 김현경 

06-56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윤해성

2007

07-0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7)
김지선, 이천현, 홍영오, 박형민,

김한균, 권수진

07-02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조병인, 신의기, 김광준, 강석구,

윤해성, 최응렬, 허경미, 송봉규

07-03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07-04-01 신종사기범죄의 실효적 규제 홍승희, 배대헌

07-04-02 불법 UCC(User Created Contents)의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주승희

07-04-03 우생학과 형사정책 신동일

07-04-04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형사규제의 

실효적 확보방안
한명호, 서경원, 최정윤, 김상욱

07-05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최영신, 홍영오, 이법호, 정영진, 

이창한, 김안식

07-06 범죄수사력 향상방안 연구 신의기, 박경래, 정영오

07-07 위증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박미숙, 김지영

07-08-01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평가연구
연성진, 유홍준, 김혁래, 김용세, 

추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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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2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최순영, 최진욱

07-09-01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Ⅰ)

 - (1)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황지태, 최인섭, 정진수, 이정민, 

심희기

07-09-02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Ⅰ) 

- (2) 사법개혁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

황지태, 정진수, 최인섭, 이정민, 

심희기

07-09-03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Ⅰ) 

- (3) 사법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희기, 정진수, 최인섭, 황지태, 

이정민

07-09-04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Ⅰ)

- (4)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

정진수, 이정민, 최인섭, 황지태, 

심희기

07-10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장준오, 손동권, 이진국

07-11 중국의 탐오죄에 관한 연구 박길수

07-12-01 형법각칙 개정연구[1] - 형법각칙의 개정방향과 기본문제
이천현, 도중진, 권수진, 오영근, 

김현우

07-12-02 형법각칙 개정연구[2]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1) 이천현, 도중진, 권수진, 황만성 

07-12-03
형법각칙 개정연구[3]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 생명·신체침해범죄
이형국

07-12-04
형법각칙 개정연구[4]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

: 성범죄규정
윤동호

07-12-05 형법각칙 개정연구[5]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 이천현, 도중진, 권수진, 윤민석 

07-12-06
형법각칙 개정연구[6]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

: 환경범죄
하태영

07-12-07
형법각칙 개정연구[7]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3)

: 국가보안법
차용석 

07-12-08 형법각칙 개정연구[8] - 형법각칙상 미수범 규 정의 정비방안 김종원

07-12-09
형법각칙 개정연구[9] 

- 우리나라및 주요 국가 의 형법개정 동향

이천현, 도중진, 권수진, 신동일, 

김현우

07-12-10 형법각칙 개정연구[10] - 형법각칙의 법령용어 순화방안
강현철, 윤동호, 도수희, 박영도, 

송영선

07-12-11 형법각칙 개정연구[11] - 일본 형사법 개정에 대하여 형사법개정연구사업단

07-13-01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이호중, 

김성언, 원혜욱

07-13-02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이호중, 

김성언, 원혜욱

07-13-03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 제Ⅲ부 대안의모색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이호중, 

김성언, 원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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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정완

07-15 행정처분등에 의한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만성, 홍영오, 정영오

07-16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신의기, 이천현, 김지선, 강은영, 

이법호

07-17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박형민

07-18 국제형법의 체계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이천현, 강석구, 조상제

07-19 재산형제도의 정비방안 정행철

07-20 NIBRS를 통한 범죄통계개선방안 박정선

07-2 1 한국의 직장절도 실태연구 장준오, 유홍준

07-22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이성식

07-23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범위에 관한 연구 김한균, 권순철, 이승한

2008

08-01 피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전영실

08-02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홍영오

08-03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Ⅱ)

-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김은경,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8-04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와 대책 이천현, 김지영, 임정호

08-05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탁희성

08-06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박미숙, 김성규

08-07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선

08-08 노인범죄와 범죄피해 및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장준오, 노용준, 유홍준, 이완수, 

정태인

08-09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조병인, 강석구, 송봉규

08-10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청소년의 범법행동과 법적 제재를 중심으로
최영신, 김기환, 최지영, 황태정,

08-1 1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강은영, 박형민

08-12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 노용준, 김안식, 정영진

08-13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연성진, 홍영오, 원영신, 이경용, 

김왕배

08-14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Ⅱ)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박미숙, 김광준, 이정민, 황지태, 

추형관

08-1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
신의기, 박경래, 정영오, 박현호,

홍경구, 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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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이효원

08-1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8) 
신의기, 정진수, 전영실, 탁희성, 

강은영, 김한균 

08-18-01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 

- 형사특별법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
도중진, 이형국, 김성규, 윤민석

08-18-0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
신동운 

08-18-03
형사특별법 정비방안(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전지연

08-18-04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손동권

08-18-05
형사특별법 정비방안(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신양균

08-18-06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오영근

08-18-07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 - 환경·교통 분야 이승현, 김용세

08-18-08 형사특별법 정비방안(8) - 산업·무역·과학 기술·정보 분야 윤해성, 박달현, 김혜경, 황태정 

08-18-09 형사특별법 정비방안(9) - 금융·재정·노동· 사회풍속 분야 김한균, 류전철, 윤동호, 조국

08-18-10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0) - 보건·의료·마약· 생명윤리 분야 권수진, 신동일, 최준혁

08-18-11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1) - 공직·선거 분야 강우예, 황태정

08-18-1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2) 

- 주요선진국의 형사 특별법제 연구: 독일의 부수형법
Kühne

08-18-13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3) 

-   주요선진국의 형사 특별법제 연구:  

일본 특별형법(형사형법)의 입법 동향과 개정에 관한 제문제

井田 良

08-18-14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4)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 제 연구: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이진국

08-18-15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5) 

-   주요선진국의 형사 특별법제 연구:  

주요 외국의 형법개정내용과 특별형법전과의 관계

도중진, 김유근, 김현우 

08-18-16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6) 

-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입법방안

강우예

08-18-17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7) 

-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  

독일 국제형법전의 입법과정과 내용

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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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8-18-18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8)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도중진, 박광섭, 조 훈

08-19-01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실무상 화해조정의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탁희성, 김성돈, 이동원, 박민정, 

강우예

08-19-02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사법체계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성돈

08-19-03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주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용 및 평가에 대한 연구
탁희성, 강우예

08-19-04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조정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평가분석
이동원, 조용업

08-19-05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화해조정을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효과에 관한 연구
박민정

08-20 형사정책 연구보고서의 정책기여도 제고 방안 박경래, 강석구, 최성락

08-21 국제적 사이버보안침해의 실태와 규제방안 장준오, 최진혁

08-22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 박경래, 정영오, 강용길

2009

09-01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09-02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09-03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정진수, 김기환, 유병철, 이창한

09-04-01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총괄보고서

최창욱, 박지선, 남화성, 이영민

09-04-02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동원, 윤현석

09-04-03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형사조정프로그램의 시행모델 구축

이원상

09-04-04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탁희성, 이원상, 이동원, 최창욱

09-05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탁희성

09-06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성은, 김성언

09-07 소년범의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홍영오, 노성호, 이수정, 고려진

09-08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전영실, 기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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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강은영, 박지선

09-10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의기, 박학모, 이경렬

09-11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최인섭, 이순래

09-12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 노용준, 신경우

09-13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박경래, 황정인, 박노섭, 안정민

09-14 강력사건 및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박형민, 이민아

09-15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윤해성, 곽대경

09-16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 조상제, 김성룡, 이진국, 박미숙

09-17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창훈, 김은경

09-18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 한상훈

09-19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강석구, 박광민, 김재희

09-20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강석구, 하상도, 송봉규

09-21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제환경과 형사정책의 변화 김한균

09-22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 이천현, 임정호, 박기석

09-23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I)
박미숙, 정병하, 이권철, 황정인

김성돈, 변종필

09-24-01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최영신, 김윤나, 김용성

09-24-02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수형, 이원상

09-24-03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태명, 백승흠, 조진우

09-25-01 형사법개정연구(Ⅳ) : 자유형제도의 정비방안 이승현

09-25-02 형사법개정연구(Ⅳ) : 재산형제도의 정비방안 윤해성

09-25-03 형사법개정연구(Ⅳ) : 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권수진

09-25-04 형사법개정연구(Ⅳ) :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강우예, 박학모

09-25-05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총직 개정안 연구-죄수·형벌분야 형법개정연구회

09-25-06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각칙 개정안 연구 형법개정연구회

09-25-07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 제·개정 자료집 신동운

09-25-08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 (상) 신양균

09-25-08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 (하) 신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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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25-09 형사법개정연구(Ⅳ) : 5대형사특별법 제·개정 자료집 장영민

09-26-01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장준오, 추경석, 최경식

09-26-02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Human Trafficking and Smuggling of Korean Women for 

Sexual Exploitation to the United States:

장준오, 추경석

09-26-03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2009)
한종만, 김용욱, 김정훈, 이영형

09-26-04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박형관, 장윤식

09-2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09)

강석구, 강우예, 권수진, 김성언, 

김지선, 김한균, 박미숙, 박학모, 

신의기, 윤민우, 윤해성, 이승현, 

이원상, 이정민, 이천현, 전영실, 

정완, 정진수, 최영신, 탁희성, 

홍영오, 황정인, 황지태, 황태정

09-36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 (Ⅱ)
박형민, 황지태, 황정인, 황의갑,

박경돈

09-37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박경래, 강우예, 고학수, 이종인,

이종한, 최성락, 김대근

2010

10-1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II) 홍영오

10-2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교도작업의 법적 지위의 정비를 

중심으로
탁희성, 안성훈

10-3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조병인

10-4
미국 OJJDP의 청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사례 연구
최인섭

10-5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조사 황지태

10-6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장준오

10-7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강석구

10-8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 이승현

10-9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전영실

10-10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박형민

10-11
남편살해 피학대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김지영

10-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 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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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13 형사상고심에 관한 연구 박미숙, 윤지영

10-14 형사소송법 개정연구 이천현, 박미숙

10-15 형의 시효 및 소멸 제도에 관한 연구 박학모

10-16

16-1. 미국 사이버범죄의 현실, 법, 실무 이상현

16-2. 유럽에서의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 Eric Hilgendort

16-3.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이원상

16-4.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이권철

16-5. 음란물의 저작물성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가? 남형두

16-6. 러시아 연방형법 한종만, 김용욱, 김정훈

10-17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17-1.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천현

17-2. 기업처벌론 권수진

17-3.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이정민

17-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양천수

17-5.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김호기, 김택수, 최준혁

10-18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18-1. 범죄의 사회적비용 추계(총괄보고서) 박경래. 김수동, 최성락, 이종한

18-2. 형법상 주요 이념, 요건 및 원리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김대근, 이종인

18-3. 형사소송법의 경제구조 : 증거법 김대근, 정기화

10-19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19-1.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총괄보고서) 강은영

19-2.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위험·보호요인 : 학생 및 지역주

민 조사
강은영, 박미랑, 김상미

19-3.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 시설물 및 관리 실태 조사 박현호, 강석진, 강은영, 박미랑

19-4. 국외전문가 초청 ‘학교 안전 진단’
강은영, RichardSchneider, 

김민경

19-5. 학교 및 학교주변 CPTED 효과성 분석
강은영, 박성철, 조동현, 이민식, 

옥태범, 유석범, 설선국, 김기정

10-20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Ⅳ)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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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21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I 박미숙, 김민지

10-22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국민 법교육 프로그램(II)

: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영신

10-23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23-1. 총괄보고서
정진수, 박선영, 심희기, 유병철, 

윤창식, 이수정, 이춘화, 황의갑

23-2.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박선영, 심희기, 이춘화

23-3.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정진수, 윤창식

23-4.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수정, 황의갑, 박선영

23-5.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유병철

10-24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김지영

10-25 국내외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황지태

10-26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강은영

10-27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박미숙

10-2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효과적 형사소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김한균

10-29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박경래

10-30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이원상

10-3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문제 강우예

유엔발간물

(2010)

번역총서1. 테러리즘에 대한 형사사법대응 핸드북

(Handbook on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Terrorism

영문국역)

박성훈

번역총서2. 여성과 구금: 교도소 관리자와 정책입안자

들을 위한 핸드북(Handbook for prison managers and 

Policymakers on Women and Imprisonment영문국역)

윤옥경

번역총서3. 문제해결을 위한 범죄분석 60단계(Crime 

Analysis for Problem Solvers in 60 Small Steps영문국역)
윤민우

2011

11-0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11-02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민

11-03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권수진

11-04 대 테러 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 윤해성

11-05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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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06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윤정숙

11-07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홍영오

11-08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 연구 조병인

11-09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황지태

11-10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11-11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윤지영

11-12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전영실

11-13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탁희성

11-14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11-15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안성훈

11-16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김한균

11-1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1) 전영실

11-18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율 제고방안 연구 김지선

11-19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방안에 관한 연구 박학모

11-20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Ⅶ) 장준오

20-01. 국제 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장준오　

20-02.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Ⅰ) : 필리핀 강석구

20-03.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 베트남 한국형사법학회(전지연,이진국)

11-21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Ⅲ) 

: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박경래

11-22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Ⅱ) 강지현

11-23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Ⅲ)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영신

11-24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신의기

24-01. 총괄보고서 신의기

24-02. 공원 안전 강화를 위한 CPTED 적용 박미랑

24-03.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예방 신의기

11-25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정진수

25-01. 총괄보고서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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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5-02.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 조윤오

25-03.   출소자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확충방안  

–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이원복

25-04.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II) 이수정

11-2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김지선

11-2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평가와 정착화 방안
탁희성

11-28 내사에 관한 연구 강석구

11-29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 성과와 발전방안 안성훈

11-30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경계인으로서의 노숙인 연구 장준오

11-31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안 김대근

11-32 부패공무원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11-33 소말리아해적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과 개선방안 최민영

11-34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탁희성

2012

12-AA-0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전영실

12-AA-02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연구 강은영

12-AA-03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 윤지영

12-AA-04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신의기

12-AA-05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안성훈

12-AA-06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홍영오

12-AA-07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연구 이원상

12-AA-08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 -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심으로 장준오

12-AA-09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최영신

12-AA-10 동남아 아동 성매매관광의 현황과 대책 박선영

12-AA-11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조병인

12-AA-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 전영실

12-AA-13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강석구

UN발간물번역: Handbook on Police Accountability, 

Oversight, and Integrity(번역총서(5)
이동원

UN발간물번역: Handbook on Identity-related Crime

(번역총서6)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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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B-03 국제공동연구: 사이버 테러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12-B-04 국제공동연구: Cyberterrorism:Trends and Reponses 윤해성 외 4인

12-B-05 AsiaJust 프로그램 지원 사업 : 태국형사법 연구 김은경

12-B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B-07. 형법총칙개정안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국문) 박학모

B-08. Begutachtung des Regierungsentwurfs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 aus deutscher Perspektive 

(2011)

박학모

12-B-09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I) 탁희성

12-B-10 연쇄강력범죄의 실태조사(Ⅰ) : 연쇄방화 박형민

12-B-11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Ⅲ) 이승현

12-B-11-1 Improving the DNA Identification Act in South Korea 최민영

12-B-12
성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및제도화방안(Ⅰ)  

: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윤정숙

12-CB-05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Ⅰ) 

01. 현대과학기술의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김한균

02.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박미숙

03.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성지은

04. 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신동일

05. 선진 과학기술사회의 위험관리 형사정책 김대근

12-CB-06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 안에 관한 연구(Ⅰ)  
박경래

12-CB-09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01. 총괄보고서 정진수

02.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정진수

03.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

강화 방안
한상암, 이상원

04.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육성

방안
연성진

12-CB-11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Ⅰ)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김지선

12-AB-01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있어 한국의 역할 및 

기여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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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B-02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제고방안 홍영오

12-AB-03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박선영

12-AB-04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대근

12-AB-05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래

12-AB-06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최민영

12-AB-07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강은영

12-AB-08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김은경

12-AB-09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김한균

12-AB-10 단기 효과를 위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방안 안성훈

2013

13-AA-01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학모

13-AA-02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김대근, 전영실, 주현경, 이정민, 

김정규

13-AA-03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강·절도를 중심으로
강지현, 김슬기

13-AA-04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

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박미숙, 양동복, 윤성옥, 임유석

13-AA-05
형사사건에 대한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안성훈, 김선혜, 심재우, 조균석

13-AA-06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수형, 박현수

13-AA-07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강은영, 권수진, 원혜욱

13-AA-08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윤해성, 박성훈

13-AA-09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장준오, 이완수, 최호림, 홍석준

13-AA-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김지선, 황지태, 장준오, 최수형, 

윤정숙, 전영실, 김지영, 전현욱,

강은영, 홍영오, 김대근, 박선영,

이승현, 안성훈, 김재운, 윤해성,

박미숙, 윤지영, 이천현

13-AA-11 청소년 따돌림(왕따)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승현, 노성호

13-AA-12

Self-control and Delinquency in Socio-Cultural Context: 

Formulating and Assessing an Elaborated ‘General Theory 

of Crime’ (영문보고서) 

연성진, Steven S. Mess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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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3-AA-13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찬, 정군남, 김창준, 현송학

13-B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Ⅸ)

01. Reports from the World Crime Forum 장준오

02.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강석구, 이원상

03.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전현욱, Chris Marsden, 

Michael Geist

04. 말레이시아 형사법 연구 장준오, 홍석준

05. 2013 UN·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장준오

06.   Cyber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 II : Crimi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a Cooperation for 

Cybercrime Prevention

윤해성

13-B-0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I) 

: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홍영오, 이영주, 허태균, 김나경,

윤상연

13-B-08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전환에 관한 연구(II) 
탁희성, 이인영, 권준수, 강도형,

장준환

13-B-09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I) - 연쇄성폭력 박형민, 김지영, 김태영

13-B-10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 
윤지영, 이천현, 최민영, 윤재왕, 

전지연

13-B-11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II)

-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윤정숙, Raymond A. Knight

13-B-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13-CB-04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II)

01. 총괄보고서
강석구, 조병인, 김유근, 황만성,

박종원, 진상현

02.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조병인, 황만성

03. 환경 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강석구, 박종원, 이준서

04.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김유근, 진상현

13-CB-05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 안에 관한 연구(II) 

박준휘, 최인섭, 김재운, 김도우, 

장지현, 박현호, 송원진, 신영철,

고려대 산학협력단

13-CB-07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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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총괄보고서

정진수, 박선영, 승재현, 송주영, 

최진규, Edward J Latessa, 

유영재, 조윤오, 허경미, 

07.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정진수, 박선영, 송주영, 최진규,

Edward J. Latessa, 유영재, 

허경미

08.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승재현, 조윤오

13-CB-09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김지선, 장다혜, 김성언, 강호성,

문희갑, 한영수, 한국행정연구원

13-AB-01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박준휘, 최인섭, 강은영, 박성훈,

강용길, 김상미

13-AB-02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이영주, 승재현, 김성배, 서보건

13-AB-03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

13-AB-04 내국인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김지영, 안성훈

13-AB-05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내실화 방안 이승현, 박학모, 김정혜

13-AB-06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박미숙, 강우예

13-AB-07 2012『범죄통계』공동발간사업 김지선

2014

14-AA-01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탁희성, 김대근, 김유근, 김성돈

14-AA-01-

부록1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부록1)

14-AA-01-

부록2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부록2)

14-AA-02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현,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

14-AA-03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지선, 박혜석, 송현종

14-AA-04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박미숙, 조병인, 임유석, 송봉규, 

김태민

14-AA-05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강은영, 조소연

14-AA-06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송주영, 장준오, 이창훈, 안선근, 

김하늘

14-AA-07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안성훈, 윤현석

14-AA-08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홍영오, 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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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A-09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산방안 연구

김은경, 김혜정,

박소현, 유숙영

14-AA-10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박형민, 이은주

14-AA-11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박학모, 김대근, 이규창

14-AA-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전영실, 강은영, 권수진, 김대근, 

김지선, 김지영, 김한균, 박미숙, 

박형아, 윤정숙, 이천현, 장다혜, 

정진수, 최민영, 최수형, 탁희성, 

홍영오, 황지태

14-AB-01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최영신, 금용명, 김현성

14-AB-0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 박미숙, 안경옥

14-AB-03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윤정숙, 박성훈, 김진석

14-AB-04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천현, 윤지영, 임정호

14-AB-05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표성 확보방안 연구 이승현

14-AB-06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윤해성, 박미숙, 서주연

14-AB-07 중국 사법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김경찬, 서주연

14-AB-08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김지선, 박미숙, 홍영오

14-AB-09 검찰 수사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연성진, 안성훈

14-B-01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윤해성, 전현욱, 양천수, 김봉수, 

김기범

14-B-02 범죄통계 DB구축사업(Ⅸ) 황지태

14-B-03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윤지영, 이천현, 최민영, 민수홍, 

이원상, 김재윤

14-B-04
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최수형, 황지태, 장다혜, 이동원

14-B-05 전국범죄피해조사(Ⅳ) :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최수형, 탁종연

14-B-06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Ⅲ) : 연쇄강도 김지영, 김지연, 박지선, 박혜석

14-B-07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Ⅲ) 

: 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윤정숙, 최이문, 류부곤, 윤달님, 

최관, 최걸, 강태경

14-B-08 UN·국제교류협력사업보고서(2014)

김지영, 승재현, 송주영, 이윤미, 

이승진, 이창진, 진종호, 김은영, 

정지영, 유하윤, 김연수, 김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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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4-B-09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찬, 왕즈샹

14-B-10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승재현, 임예준

14-B-11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정진수, 하태훈, 최군용, 김광호

14-B-12, 13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박성훈, 김한균, 김영규, 박철현

14-CB-01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박준휘, 윤해성, 조성현, 박정선, 

강소영, 최성락, 문병욱, 인펑, 

쩡쥔난, 로진

14-CB-01-

부록1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 별책부록1. 중국불법사행업에 대한 형법적 연구

인펑, 위안후이

14-CB-01-

부록2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 별책부록2. 중국 조직범죄와 복권업 그리고 도박범죄

정군남

14-CB-02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

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 총괄보고서 -

신의기, 박준휘, 이경훈, 강석진, 

강용길, 김도우, 정진성

14-CB-03

범죄 유발 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Ⅲ) 

- 지하철 역사에 대한 범죄위험성 평가 및 정책대안 연구 - 

신의기, 이경훈, 강석진, 박형아

14-CB-04

범죄 유발 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Ⅲ) -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 

지역공간 특성분석 및 정책대안 개발 - 

박준휘, 강용길, 김도우, 정진성

14-CB-05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최영신, 이승호, 윤옥경, 금용명

2015

15-AA-01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김대근, 공일규

15-AA-02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최영신, 김선희

15-AA-03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김지선, 김성언

15-AA-04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연구 신의기, 황만성

15-AA-05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찬, 정진수, 정군남

15-AA-06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최민영, 이석배

15-AA-07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승현, 이원상,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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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5-AA-08
2012년 성폭력관련 법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장다혜, 박학모, 장응혁

15-AA-09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강은영, 김희균

15-AA-10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법제도 연구 권수진, 신권철

15-AA-11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안성훈, 김성돈

15-AA-12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박미숙, 이진국

15-AA-13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15-AA-14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황지태, 김유근, 박준희

15-AB-01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천현

15-AB-02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의 정책 활용을 위한 

평가연구 
박성훈, 최수형

15-AB-03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발장은행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서주연, 최영신

15-AB-04
분노형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의 가상현실치료

(VRT)에 관한 연구 
연성진, 류창현

15-AB-0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방안 이승현, 박성훈

15-AB-06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 유진

15-AB-07
명예훼손죄·모욕죄에대한판단기준연구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모욕죄를 중심으로   
정진수, 강태경, 김형길

15-AB-08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김대근

15-AB-09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최준혁

15-B-01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Ⅰ)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박형민, 서주연

15-B-0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 

- 총괄보고서
김한균

15-B-03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 

구축방안 
김한균, 윤지영, 백태웅

15-B-04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김한균,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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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5-B-05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김한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15-B-06 동북아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김한균, 이창진, 조성현, 박소영, 

백혜원

15-B-07 한-일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김한균, 안성훈, 나주원

15-B-08 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 반부패 정책 김한균, 김경찬, 김은영, 정유진

15-B-09 중국 형사소송 개혁의 정책동향연구
김한균, 박미숙, 중국사회

과학원 형사법률센터

15-B-10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6)
김한균, 김경찬, 중국형사

소송법학회

15-B-11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김한균, 조민정, 박소영, 안수정

15-B-12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사업 정책성과 연구
김한균, 승재현, 조성현, 박상희, 

김은영

15-B-13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사업 정책성과 연구 김한균, 승재현, 나주원, 조민정

15-B-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Ⅸ)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박성훈, 최이문, 강우예

15-B-16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윤지영, 윤정숙, 임석순, 김대식, 

오영근

15-B-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최수형, 김지영, 황지태, 박희정

15-B-18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Ⅱ)
탁희성, 박준희, 정진성, 윤지원

15-34-01

15-CB-01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김은경, 신동준, 이정주, 이선중

15-35-01

15-CB-02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연구(Ⅰ) 

-   동서독 형사사법 통합25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 통합과제  

박학모, 김유근, 이규창,

Heinz Schöch, Gerhard Werle

15-36-01

15-CB-03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Ⅱ) - 전통적 소득원의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강석구, 조성현, 김민영,

조병인, 박형아, 송봉규,

최성락

15-37-01

15-CB-04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천현, 임정호, 김형길,

한국행정연구원, 박두용, 

김슬기, Shukuya Akihiro

2016

16-AA-01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탁희성, 이원상

16-AA-02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지태, 김지영, 원혜욱

16-AA-03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윤성현

16-AA-04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법제 정비방안 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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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6-AA-05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윤해성, 최응렬, 김성규

16-AA-06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미숙, 이진국

16-AA-07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윤지영, 정진수, 서주연

16-AA-08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강석구, 최원석

16-AA-09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강은영, 김혜정, 황태정

16-AA-10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김유근

16-AA-11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최영신, 장현석

16-AA-12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안성훈, 류부곤, 정지훈

16-B-01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
연성진, 박학모, 승재현, 나주원, 

임정열, 이병동

16-B-02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Ｉ) 김지선, 장다혜, 박희정, 추지현

16-B-03 전국범죄피해조사(Ⅵ) : 상업범죄피해조사 김지선, 강태경, 추지현, 노성훈

16-B-0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 

: 수강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김지영, 박성훈, 김현정, 노성호,

이상원

16-B-05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윤지영, 임정호, 김정환, 이승준, 

박종원

16-B-0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박형민, 조성현, 김선희

16-B-07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장다혜, 김정연

16-B-08 성희롱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윤정숙, 박미숙

16-B-09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상)

전영실, 전현욱, 박준희, 승재현, 

유진, 안미영, 심희섭 정호경, 

이진수, 이정훈, 마정근, 양천수, 

Bernd Heinrich, 김중길, 박두용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

심으로 (하)

16-B-10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박준휘, 김민영, 최성락, 문광민, 

정일환, 김학경, 황문규, 이윤석

16-B-11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황지태, 김경찬,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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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B-12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김한균, 박학모, 강태경, 이윤제, 

조정현, 안윤교, 박복순, 박선영, 

윤덕경, 이규창, Gerhard Werle

16-B-13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김대근, 임석순, 김기범, 강상욱

16-AB-01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16-AB-02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김한균, 임정호, 김정연

16-AB-03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 윤해성, 한민경

16-AB-04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안성훈

16-AB-05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유진

16-AB-06 한국범죄분류개발 기초연구 장다혜, 임석순

16-AB-07 반기별 범죄동향리포트 김지선, 추지현, 조성현

16-AB-08
파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중심으로 
김대근, 우희숙

16-AB-09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윤지영, 임정호

16-AB-10 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김지영, 황지태, 조영오

16-AB-11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박학모

2017

17-AA-01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전영실, 김슬기, 배상균, 주현경

17-AA-02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이성규, 이유나, 조남운

17-AA-03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박미숙, 추지현

17-AA-04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을 중심으로
김경찬, 장레이, Amelya Gustina

17-AA-0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현욱, 경찰대산학협력단

17-AA-06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최민영, 유진

17-AA-07 초국가적 조세범죄의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이천현

17-AA-08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강태경, 이일

17-AA-09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강석구, 한국형사법학회

17-AA-10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안성훈, 김민이, 김성룡

17-AA-11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최영신, 김대근, 채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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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7-AA-12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범죄관련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들의 형법에의  

편입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유근

17-B-01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I) 

: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준휘, 김한균, 유진, 한민경, 

이성규, 최지선, 경찰대산학협력단

17-B-01-2 *별책부록 : 5개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박준휘, 김한균, 유진, 한민경, 

이성규, 최지선, 경찰대산학협력단

17-B-02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I) 

: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홍영오, 박준희, 박성민, 김빛나, 

금현섭

17-B-0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 강은영, 최수형, 박희정

17-B-0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최수형, 조영오

17-B-05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Ⅲ)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연성진, 승재현, 전현욱, 이승진, 

나주원,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17-B-06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Ⅲ) 

: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연성진, 승재현, 전현욱, 이승진, 

나주원,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17-B-0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Ⅲ)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연성진, 승재현, 전현욱, 이승진, 

나주원,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17-B-08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Ⅲ) : 

연구 성과 확산사업

연성진, 승재현, 전현욱, 이승진, 

나주원,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17-B-09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Ⅷ) 

: 인공지능 기술
윤지영, 김한균, 감동근, 김성돈

17-B-10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Ｉ) 

: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권수진, 한민경, 권창모, 주영수

17-B-11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II) 

: 직장 괴롭힘을 중심으로
장다혜, 조성현, 나진녀

17-B-12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Ⅱ) 

: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 신뢰도를 중심으로 
신의기, 이민호

17-CB-01

17-43-01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황지태, 윤해성, 김철,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

17-CB-02

17-44-01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Ⅲ) 

: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
박학모, 임석순, 오영근, 김선택

17-CB-03

17-45-01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윤정숙, 이승현, 김미숙, 박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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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CB-04

17-46-0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Ⅰ)

박성훈, 김지영, 조영오, 김현정, 

황여정, 고나영, 배상균

17-AB-01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 
강석구, 신의기, 임석순, 한민경, 

김정연

17-AB-02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최민영, 김천수

17-AB-03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 6호처분을 중심으로
이승현, 박선영

17-AB-04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전영실, 김지영

17-AB-05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최영신, 장다혜

17-AB-0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 제도 도입 검토 윤해성, 김재현

17-AB-07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이승현, 박성훈

17-BB-01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윤정숙, 김재현, 박은영

17-BB-02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연성진, 전현욱, 경찰대학

17-BB-03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 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승재현

17-BB-04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윤지영, 김한균, 승재현, 강태경

2018

18-AA-01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장다혜, 김수아

18-AA-02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민경, 박현호, C. William R. 

Webster, Robert Carr

18-AA-03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홍영오, 박준희, 박우

18-AA-04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강석구, 신민, 송봉규, 이성대

18-AA-0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이승현, 권해수

18-AA-06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이용한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이천현, 손영화

18-AA-07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최민영, 이선구, 류영준, 손여옥

18-AA-0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권창모

18-AA-09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김민영, 배상균, 박경규

18-AA-10 2018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강은영, 조영오, 박희정 

18-B-01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전영실, 유진, 노성훈

18-B-0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 

:   오판(Miscarriage of Justice)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정비방안 연구 –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미숙, 김지현,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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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0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I) 강은영, 최수형, 박희정

18-B-0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V)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승재현, 연성진, 전현욱, 이승진 

나주원, 강민정, 백혜원, 안수정, 

유하윤, 정세윤, 한고은, 

Sarah Gross,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18-B-05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V) 

: 연구 성과 확산사업

승재현, 연성진, 전현욱, 이승진 

나주원, 강민정, 백혜원, 안수정, 

유하윤, 정세윤, 한고은, 

Sarah Gross,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18-B-06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V)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 사업

승재현, 연성진, 전현욱, 이승진 

나주원, 강민정, 백혜원, 안수정, 

유하윤, 정세윤, 한고은, 

Sarah Gross,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18-B-07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Ⅲ)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준휘, 신의기, 홍영오, 박준휘, 

조성현, 정지혜, 임완섭, 박형존, 

이경환, 김도형, 이창훈, 조윤오, 

김빛나, 박형아, 강용길, 윤상연

18-B-08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I) 

: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탁희성, 박형민, 김대근, 김유근

18-B-09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황지태, 정지혜, 김정연, 강우예

18-B-10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최수형, 이권철, 이진국, 

김강원, 최정규

18-B-11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안성훈, 정진경

18-CB-01

18-62-0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박성훈, 조영오, 김정숙, 황여정, 

이주영

18-CB-02

18-63-01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 

김한균, 윤해성, 박윤석, 정교일, 

이상원, 조은경

18-CB-03

18-64-01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윤지영, 임정호, 김성돈, 이민화

18-CB-04

18-65-01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강태경, 김한균, 김경찬, 정진성

18-AB-01 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근, 한민경

18-AB-0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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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연도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2018

18-AB-03
전자감독에서의 특별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중심으로
박형민, 박준희, 황만성

18-AB-04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성진

18-AB-05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 

: 견제·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안성훈

18-AB-06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장다혜, 이경환

18-AB-07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김대근, 김경찬

18-AB-08 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 대책에 관한 연구 윤해성

18-AB-09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 범죄학 연구 최영신, 한민경, 라광현

18-BB-01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황지태, 이천현, 임정호

18-BB-02 민영소년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김지영, 조영오, 유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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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우수 연구총서

연도 과제명 연구진

2008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은경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분석 강은영, 박형민

2009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탁희성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김은경, 최수형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최영신, 이원상

2010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이승현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박미숙, 김민지

201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탁희성, 최수형

형사조정사건의 성립률 제고방안 연구 김지선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및 피해에 관한 연구 전영실

법과학을 이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이승현, 김지영, 최민영, 권수진

2013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섬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박준휘, 최인섭, 김재운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김지선, 장다혜

2014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선, 박혜석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윤해성, 전현욱

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박성훈, 최이문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 박학모, 김유근

범죄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 탁희성, 박준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김지선, 강태경, 추지현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 김한균, 강태경, 박학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윤해성

2017
난민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강태경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박준휘, 김한균, 유진, 한민경,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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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창

우수 연구보고서

년도 포상일 과제명 성명 비고

2009 10. 4.13.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의 관한 조사연구 김은경, 최수형 연구

2010 11.5.11.

법치주의 확 립을 위한 국민법교육 프로그램(Ⅱ)
최영신, 윤정숙, 

이원상, 이윤미
연구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연구
강은영, 홍영오, 

김한균, 윤정숙
국가정책

2011 12.5.14.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Ⅱ) 강지현, 김민지 연구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강석구, 윤해성 국가정책

2012 13.5.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및 피해에 관한 연구 전영실 연구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홍영오, 강지현, 

김지선, 김한균, 

박형민, 안성훈, 

이원상, 최수형

국가정책

2013 14.5.20.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강석구, 조병인, 

김유근
연구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Ⅰ)

박준휘, 최인섭, 

박성훈
국가정책

2014 15.5.15.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박미숙, 조병인 연구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한에 관한 연구(Ⅲ)
신의기, 박준휘 국가정책

2015 2016.4.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우수성

평가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천현

국가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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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포상일 과제명 성명 비고

2016 2017.5.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김대근, 임석순, 

강상욱, 김기범
우수성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 조사

황지태, 김유근, 

박준희
국가정책

2017 18.5.28.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윤정숙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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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경영평가 정책기여도 선정과제

연도 과제제목(수행년도) 책임자 / 내부 연구진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2000) 김혜정

보호관찰대상자 과학적 분류처우제도 개선방안(1999) 진수명 / 장규원, 정현미, 박철현

90년대의 돈세탁: 국제적 추세와 국내실태(1999) 장준오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2000) 정완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2000) 백광훈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2000) 조병인 / 정진수, 정완, 탁희성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제10차 회의 분석 및 평가(2000) 장준오

2001

양형분석시스템을 위한 양형인자 유형화에 관한 연구(2000) 탁희성 / 김혜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2000) 이건호

경찰기본법 정비에 관한 연구(2000) 조병인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2000) 김혜정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2000) 연성진 / 최병각, 기광도

여성수사관 제도연구(2000) 박미숙

벌과금 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00) 신의기 / 이건호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2000) 전영실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2000) 한상훈

2002

한국의 금융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2002) 최인섭 / 이천현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2002) 김은경

약물사범 보호관찰실태 및 개선방안(2002) 강은영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규제(2002) 조병인

불법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문제점(2002) 장준오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실태 및 개선방에 관한 연구(2002) 이성칠

2003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 진단과 처방(2003) 최인섭 / 박형민, 박정선

21세기 교정비젼과 처우의 선진화방안(2003) 정진수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2003) 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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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제제목(수행년도) 책임자 / 내부 연구진

2003

가정폭력의 대응동향과 정책제언(2003) 김은경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03) 김혜정

형사재판에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연구(2003) 도중진

2004

수사상 녹음·녹화자료의 증거능력 부여방안(2003) 탁희성 / 백광훈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2003) 이진국

형사재판에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연구(2003) 도중진

성적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2002) 김은경

21세기 교정비젼과 처우의 선진화방안(2003) 정진수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 진단과 처방(2003) 최인섭 / 박형민, 박정선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2003) 탁희성

가정폭력의 대응동향과 정책제언(2003) 김은경

2005

형사재판에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연구(2003) 도중진

수사상 녹음·녹화자료의 증거능력 부여방안(2003) 탁희성 / 백광훈

수사권 독립논의에 관한 검토(2003) 정완 / 이진국

21세기 교정비젼과 처우의 선진화방안(2003) 정진수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2003) 정진수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2004) 박미숙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2004) 이진국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2004) 김은경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2004) 도중진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2004)
정진수 / 최인섭, 정현미, 이천현, 

박형민, 황지태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시스템 구축방안(2004) 신의기

OECD 국가와 치안역량비교를 통한 21세기 경찰발전방안(2004) 조병인 / 엄명용, 김성언, 박정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2005) 황지태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2005) 박준휘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한국과 중국(2005) 장준오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2005) 강석구 / 김한균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간의 

협력활성화 방안(2005)
황만성

행형법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보고서(2005) 이천현 / 류혁상, 이진국,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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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연도 과제제목(수행년도) 책임자 / 내부 연구진

2006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제도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2006) 도중진 / 이진국, 이천현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2005) 도중진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2004) 김은경

정자·난자 유상거래금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2006) 황만성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2004) 박성래

전자정보침해의 실태와 법적 규제(2005) 탁희성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전자우편의불법성과 형사정책(2005) 신동일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2005) 김지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2005) 송기오

선거사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2005) 임성식

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Ⅰ)(2008) 신의기 / 박준휘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2006) 신의기 / 강은영, 김한균, 권수진,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Ⅱ)(2008) 김은경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2007)
조병인 / 신의기, 강석구, 윤해성, 

송봉규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8) 박미숙 / 탁희성, 임정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8) 김지영 / 박준휘

2009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각칙 개정안(2009) 이천현, 박미숙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2009) 최창욱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2008) 조병인 / 강석구, 송봉규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연계(2007) 최영신 / 홍영오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점검(2009) 강은영 / 김한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8) 김지영 / 박준휘

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 학교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2010)
강은영 / 박미랑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2008) 조병인 / 강석구, 송봉규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 : 환경·교통분야(2008) 이승현 / 김용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Ⅱ)(2008) 박형민 / 황지태, 황정인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2009) 김은경 / 최수형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연구(2010) 강은영 / 김한균, 홍영오, 윤정숙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2009) 최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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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제제목(수행년도) 책임자 / 내부 연구진

2010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2010) 강은영 / 이상훈

2011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2010) 강석구 / 윤해성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2010) 정진수 / 박선영, 윤창식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I) 

- 학교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2010)
강은영 / 박미랑

범죄백서 및 범죄분석 효용성 제고를 위한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2009)
김은경 / 황정인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2010) 황지태

불법 스포츠 베팅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10) 박준휘 / 강석구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연구(2010) 전영실 / 이승현, 권수진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2010) 장준오

2012

성폭력 범죄 처벌 법령에 대한 전반적 고찰 연구(2012) 김유근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2012) 장준오 / 이승현, 김대근, 오정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11) 김지영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 안성훈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2012)
김지선 / 강지현, 김정명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2011) 윤지영

형사소송법 개정연구(2011) 박미숙, 이천현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2012)
홍영오 / 김지선, 박형민, 최수형, 

김한균, 이원상, 안성훈, 강지현

2013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2012)
박준휘 / 최인섭, 박성훈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2011)
윤정숙 / 박정일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2012) 박선영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2012) 윤지영

2013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중앙관리기관 운영(2013) 강은영 / 박형민, 황지태, 강지현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2012) 윤해성 / 안성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및 피해에 관한 연구(2012) 전영실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2014) 윤해성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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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제제목(수행년도) 책임자 / 내부 연구진

2014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2013)
김지선 / 장다혜, 김정명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법제도 구축방안(2010) 이승현 / 이천현, 박성훈, 안성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2013)
김대근 / 전영실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방안(2011)
탁희성 / 최수형

형사조정사건의 성립률 제고방안 연구(2011) 김지선

형사상고심에 관한 연구(2011) 박미숙 / 윤지영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2014)
신의기 / 박준휘, 박형아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2014) 박미숙 / 조병인, 송봉규

2015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2014) 강은영 / 권수진, 김상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위탁교육(2014년)
박준휘 / 신의기, 강은영, 홍영오, 

박형민, 최민영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의 중복문제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2014)
이천현 / 박학모, 윤지영, 승재현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2014) 김은경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2015) 권수진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2014) 박미숙

대 테러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2011) 윤해성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2015) 이천현

2016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 지능형 로봇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방안(2015)
윤지영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III)

: 치료프로그램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2014)
윤정숙 / 최이문, 강태경

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2015)
김유근 / 탁희성, 안성훈, 윤정숙, 

박학모, 박준희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연구(2015) 신의기 / 황만성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12) 조병인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 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2015)
장다혜 / 박학모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 (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2015)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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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제제목(수행년도) 책임자 / 내부 연구진

2016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2015)
황지태 / 김유근, 박준희

2017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연구(2014) 이승현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2015) 홍영오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6) 권수진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6) 박미숙

묻지마 범죄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2013) 윤정숙 / 안성훈, 김민정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2013)
김지선 / 장다혜, 김정명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2016) 안성훈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모델 검증 연구(2016)
박준휘 / 김경찬, 조성현, 고경표, 

손민숙

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2018) 장다혜 / 김수아

난민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7) 김대근 / 강태경, 이일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2017) 박미숙 / 추지현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2017) 최민영 / 유진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7)
윤정숙 / 이승현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2017)
강석구 / 신의기, 임석순, 한민경, 

김정연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2016) 권수진 / 유진

불법 스포츠 베팅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10) 박준휘 / 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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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국내외 학술 행사

국내학술행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형사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기관의 수

요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의 제시 및 중장기적 범죄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분야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형사정책세미나를 연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9년부터 국내 유관기관 및 학회와의 공동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형사정책세미나

연도 날짜 과제명

1989 12. 1. 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 

1990

4. 12.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10. 19. 과학수사세미나 <첨단과학과 범죄수사>

11. 2. 경찰의 범죄대처능력 향상방안 

1991

4. 26.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9. 13. 범죄와 피해자 

11. 29. 교정의 현실과 진로

1992
4. 24. 약물남용의 현실과 대책

10. 30.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1993

4. 30. 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 

10. 29. 의료와 형법

11. 12.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1994

4. 29.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처방안

9. 30. 범죄예방과 방향

11. 28. 양형의 실태와 합리적 방안

1995

4. 28.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9. 29. 형사학 연구방법의 평가와 전망

10. 27.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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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날짜 과제명

1996
5. 21. 정보사회와 범죄

11. 29. 한국문화와 범죄 

1997 6. 17. 사회변동과 범죄

1998
11. 14.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11. 27. 의료와 형법

1999
6. 17.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10. 8.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2000

5. 9.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6. 2.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준법운동의 전개방향

12. 1.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2001
6. 14.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시민의식 제고방안

10. 25. 21세기 보호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02
5. 12. 한국 부패방지의 현주소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9. 11.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

2003

4. 25. 한국의 금융범죄의 실태와 대책

7. 1.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11. 13.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현황과 대책

2004
6. 25. 형사사법개혁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12. 5.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2005
5. 2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 교류지원 진단과 과제 

6. 24.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형사정책적 대응

2006
5. 19. 사형 : 쟁점과 대안

11. 24. 형법,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화

2007 5. 19.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대책

2008

5. 14. 성폭력사범 재범방지대책

5. 23.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

11. 11.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띠른 역기능 증가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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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행사

연도 날짜 과제명

2009 9. 11.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죄수·형벌론 및 형법각칙

2010

1. 28. 「제1회 형사사법포럼」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5. 14. 형사사법 개혁의 성과와 과제 

8. 26.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9. 30. 형사소송법 개정의 쟁점과 검토

2011

3. 9. 「제2회 형사사법포럼」 이성의 빛과 형사사법의 진실

4. 28. 한국의 셉테드 현황과 과제

12. 13. 내사의 쟁점과 과제

2012

3. 22. 「제3회 형사사법포럼」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판 : 공판절차의 선진화

4. 20. 공동국제학술회의 세계 속의 한국 피해자학

7. 11.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9. 5.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12. 17. 제2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2013

5. 10. 안전,범죄 그리고 형사절차

6. 25. 기쁨과 희망은행 출소자 지원사업 5년에 대한 평가 

10. 18. 지식융합시대의 뇌과학과 형법

10. 24. 「제4회 형사사법포럼」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12. 20. 전자금융 피해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2014

6. 3.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과제

6. 13. 형사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망

7. 3. 「제5회 형사사법포럼」 경제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과제

12. 19.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2015

4. 2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성과 공유

9. 3. 「제6회 형사사법포럼」 재난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

11. 25.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접근

2016

3. 30.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학술세미나(범죄예방, 시민의식이 길이다) 

6. 15. 「제7회 형사사법포럼」 신뢰의 프리즘으로 본 형사사법

6. 17. 위험사회와 안보형사법 학술대회 

12. 9. 제4회 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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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날짜 과제명

2017

2. 13. 검찰개혁

3. 24.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

4. 21. 최근 형사정책의 성과와 전망

6. 9.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

6. 20. 한국안보형사법의 현대적 의의

6. 23. 제31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11. 24. 지역사회 기반의 범죄예방환경 구축

12. 11. 제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과 사이버보안 정책동향

12. 14.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안전사회 정책토론회

12. 22. 「제8회 형사사법포럼」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2018

5. 11. 불법도박 규모산정 표준모델 개발

6. 22. 사이버 형사사법공조 정책현안

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릴레이 정책세미나Ⅰ-Ⅳ

9. 6.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10. 04.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10. 26. 제3회 AI 혁신포럼 아이포닷 크리미널 저스티스

11. 19.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음주와 양형” 

11. 22. 「제9회 형사사법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12. 11. 사이버 명예훼손제도 개선 토론회

12. 17.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향의 모색

12. 18. 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간담회 

12. 19. 2018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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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학술·연구기관

간 네트워크의 형성과 연구인력의 교류를 통한 다각적인 국제협력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 평균 2-3회의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해외의 저명 

학자를 초청하여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학술세미나

연도 날짜 과제명

1989

5. 17. 개방 이후 동구사회 형사법분야에 있어서 UN의 역할증대

6. 14. 21세기에 예측되는 범죄상황 

8. 2. 확률과정에 의한 재소상태의 모형화

10. 20. 개방상황에서의 다이버젼 프로그램과 근린환경 프로그램

12. 3. 실무에서 본 범죄의 흐름

12. 17. 범죄감소를 위한 90년대의 정책

1991
9. 27. 피해자학의 제문제

10. 15. 범죄와 범죄통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92

1. 15. 일본에 있어서의 검사기소재량과 그 통제

4. 10. 사회붕괴, 사회변혁의 범죄의 전개

5. 8. 교정처우의 실태와 전망

6. 8. 독일과 유럽의 약물통제정책

11. 26. 환경규제법규의 새로운 동향

1993

4. 23. 최근 독일에서의 조직범죄규제를 위한 노력

4. 26. 일본에서의 비행소년의 비행성의 진로 및 피해자

5. 12. 미국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대책

6. 15. 1980년대 남성재소자와 여성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 비교

6. 25. 체제통일 및 변화에 따른 형사정책의 방향

9. 24. 약물범죄수익 박탈제도 : 약물범죄수익의 몰수

11. 4. 일본의 폭력범죄와 폭력단속법에 대하여 

11. 26. 일본의 폭력범죄의 현황과 폭력단 대처법

1994

9. 14.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하여

11. 28. 독일형법에서의 돈세탁과 박탈

12. 9. 독일에서의 돈세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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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 18. 센겐조약과 국제형사사법협력

10. 16. 약물남용자의치료와 재활 : 형사사법 및 형벌체계에 있어서의 약물문제

1996
1. 23. 통일후 독일의 범죄동향과 범죄대책의 변화

7. 18. 최근 기업비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윤리의식 차이

1997 6. 16. 마약과 국제범죄

1998 8. 24.~29.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2000
4. 24. 미래와 한·독·일의 형법

9. 22.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법구조

2001 2. 28. 착상전 유전자 진단과 배아 연구

2003 12. 5.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 

2005
4. 18.~25. 제11차 유엔범죄총회 : 컴퓨터 관련 범죄 워크숍

12. 20. 인신구속제도와 무죄추청원칙 

2006
1. 17.~18.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국제학술회의

12. 14.~15.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2007 1. 30. 한·중 형사사법 공조방안에 관한 연구

2008

6. 2. 일본 사법개혁의동향

11. 7. 형사특별법 개정의 국제적 동향

12. 5. 여자 비행청소년의 성적 학대피해 경험과 치유 : 한국과 대만 사례 

2009

3. 12. 형사정책의 최근 이슈와 전망

7. 30.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 및 법교육 현황

9. 4. 세계속의 보호관찰 그 성과와 과제

10. 7. 한국과 독일의 형사입법 및 형사정책의 동향

2010
9. 7. 법과 법학에 대한 도전들

10. 23. 한국과 중국의 기업범죄

2011 9. 27. 법과학과 형사정책

2012

8. 20.~22.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성장과 안전: 아시아 지역 범죄와 형사정책의 재조명“

9. 20. [2012년 국제공동학술대회]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11. 9. [2012년 국제공동학술대회] 아시아 보호관찰제도의 전망과 과제

2013
5. 16. 한독 형법에서 생명보호

6. 19. 한국과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및 정책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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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날짜 과제명

2013
6. 20. 정보사회와 사이버범죄 : 범죄학 및 형사사법적 도전 

8. 5.~ 8. 9.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 및 형사법의 협력방안 

2014
12. 3.~4. 반부패 국제포럼

12. 1.~3. 범죄통계와 범죄피해자조사 지역별 회의

2015
10. 6.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워크숍 지능형 로봇기술과 형사법적 논의의 

지평 모색

11. 30.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6

3. 25. 제3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7. 8. 5개국 국제학술대회

7. 11.~14. 제4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8. 22.~24. 제14회 한중국제학술대회 

9. 30.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포럼

12. 2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지역회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범죄통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한 기여”

12. 2.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형사절차상 디지털포렌식 발전방향” 

12. 8.~9. 2016 KIC 국제포럼 “테러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2017

2. 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주년 기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 공동세미나

4. 25.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협력 

4. 27. 인공지능 로봇기술에서의 형사정책적 이슈와 전망 워크숍 

5. 26. 각국의 Computer Forensic에 관한 기술 동향

5. 29.~6.2.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피해조사 트레이닝 워크숍 

7. 6.~7. 사이버범죄 워크숍 

9. 23.~24. 동북아지역 미성년자 범죄대책

12. 7.~8.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UN 지속가능발적목표(SDGs) 이행전략

12. 12.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안전정책 발전방향

2018 9. 17.~19. 제6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공동개최 

9. 20.~21. 제1회 동아시아포럼 개최 

11. 5. 과학수사국제학술대회 개최

12. 6. 제5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12. 7.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국제연구교류협력 세미나

12. 17. 제1회 한-러 사이버보안 법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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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

연구직(79명)

성명 입사일 퇴사일

이승호 1989년 03월 20일 1990년 01월 15일

윤성은 1989년 05월 10일 1990년 12월 31일

이성식 1989년 05월 10일 1997년 02월 28일

이호중 1989년 05월 10일 1995년 05월 12일

노성호 1989년 07월 01일 2000년 09월 30일

조병인(정년) 1989년 07월 01일 2014년 12월 31일

정진수(정년) 1989년 07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박선미 1989년 07월 10일 1992년 03월 05일

조정희 1990년 02월 01일 1995년 09월 16일

이건호 1990년 03월 02일 2003년 02월 28일

전우홍 1990년 04월 11일 1991년 03월 26일

이동원 1990년 05월 18일 2000년 02월 28일

김성언 1990년 05월 18일 2005년 02월 28일

최인섭(정년) 1990년 06월 21일 2014년 06월 30일

박정선 1990년 10월 15일 1998년 08월 17일

이경재 1990년 10월 15일 1997년 08월 25일

최병각 1990년 10월 15일 2001년 08월 31일

김선복 1991년 09월 03일 1992년 12월 31일

조영관 1991년 09월 06일 1997년 02월 28일

최석윤 1991년 12월 01일 1999년 03월 31일

류철원 1991년 12월 01일 1998년 08월 17일

박순진 1991년 12월 01일 2001년 02월 28일

김은경 1991년 12월 01일 2016년 01월 31일

진수명 1992년 02월 10일 200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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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박강우 1992년 04월 09일 1999년 08월 31일

박기석 1992년 07월 01일 2000년 02월 28일

장규원 1992년 10월 12일 2002년 02월 28일

이상용 1993년 01월 01일 2003년 02월 28일

박철현 1993년 01월 01일 2002년 02월 28일

이순래 1993년 04월 15일 1998년 02월 28일

조은경 1993년 12월 01일 1994년 12월 31일

기광도 1993년 12월 01일 2002년 02월 28일

김성은 1994년 03월 01일 2000년 05월 31일

정현미 1994년 10월 01일 2000년 02월 28일

이기웅 1994년 10월 01일 1999년 07월 20일

조현지 1994년 10월 01일 1996년 04월 30일

민수홍 1994년 10월 01일 1999년 02월 28일

정   완 1995년 11월 13일 2005년 03월 01일

장준오 1996년 09월 02일 2014년 09월 02일

힌상훈 2000년 01월 01일 2001년 02월 28일

안경옥 2000년 01월 01일 2001년 01월 31일

김혜정 2000년 04월 01일 2004년 02월 28일

백광훈 2000년 04월 01일 2004년 10월 18일

원혜욱 2000년 04월 01일 2001년 02월 28일

이민식 2000년 04월 01일 2002년 02월 28일

유용봉 2001년 03월 01일 2001년 03월 07일

이병희 2001년 04월 02일 2002년 12월 24일

도중진 2001년 04월 02일 2008년 09월 01일

신동일 2001년 04월 02일 2007년 02월 28일

이진국 2002년 03월 18일 2007년 09월 05일

윤동호 2002년 03월 18일 2007년 02월 28일

이동진 2002년 05월 02일 2004년 02월 28일

황태정 2003년 03월 17일 2007년 02월 28일

황호원 2003년 03월 17일 200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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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황만성 2003년 03월 17일 2007년 09월 27일

박정선 2004년 01월 01일 2004년 12월 31일

홍승희 2004년 03월 01일 2007년 09월 27일

김혜경 2005년 03월 03일 2006년 08월 31일

이   정 2005년 12월 01일 2006년 04월 14일

주승희 2005년 12월 01일 2007년 08월 31일

김형구 2007년 07월 02일 2007년 10월 04일

이정민 2007년 07월 02일 2009년 02월 28일

백지나 2007년 09월 19일 2009년 06월 18일

임정호 2007년 12월 28일 2009년 12월 31일

강우예 2007년 12월 28일 2011년 03월 01일

김성은 2008년 09월 22일 2010년 02월 28일

박지선 2009년 02월 02일 2010년 02월 26일

이원상 2009년 02월 02일 2013년 02월 28일

이권철 2009년 03월 02일 2011년 03월 01일

박미랑 2009년 07월 31일 2012년 02월 29일

박선영 2010년 01월 18일 2014년 02월 28일

김민지 2010년 01월 18일 2011년 09월 01일

윤민우 2010년 02월 01일 2010년 03월 01일

강지현 2011년 05월 16일 2014년 02월 28일

오정한 2011년 12월 12일 2013년 01월 01일

송주영 2013년 09월 02일 2015년 07월 10일

최이문 2014년 06월 03일 2015년 12월 14일

임석순 2014년 12월 01일 2018년 03월 30일

추지현 2016년 01월 01일 2018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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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62명)

성명 입사일 퇴사일

정상언 1989년 03월 16일 1991년 02월 12일

장병호 1989년 03월 16일 1998년 05월 06일

이정화 1989년 04월 01일 1994년 04월 18일

조인광 1989년 04월 03일 1993년 12월 15일

김용태 1989년 04월 03일 2018년 10월 08일

정호성(정년) 1989년 04월 03일 2014년 12월 31일

이수길 1989년 04월 03일 1998년 09월 30일

전상근 1989년 04월 03일 1994년 03월 05일

김선화 1989년 05월 10일 1992년 12월 31일

최은경 1989년 05월 20일 1990년 06월 30일

김미섭 1989년 05월 20일 1993년 02월 15일

고영채 1989년 05월 20일 1990년 03월 31일

장훈기 1989년 06월 01일 1992년 03월 09일

강혁수 1989년 06월 12일 1995년 12월 31일

김영미 1989년 06월 20일 1994년 12월 31일

최지연 1989년 07월 01일 1990년 07월 31일

최정구 1989년 07월 01일 2005년 12월 31일

배향란 1989년 07월 10일 1993년 05월 31일

강미애 1989년 08월 09일 1992년 07월 31일

김경수 1989년 10월 10일 1993년 04월 23일

이상훈 1989년 12월 26일 1990년 01월 06일

박순화 1990년 02월 01일 1992년 02월 11일

김은영 1990년 03월 28일 1995년 03월 31일

곽   진 1990년 06월 01일 1990년 11월 30일

변금희 1990년 06월 23일 1998년 09월 30일

이영미 1990년 06월 23일 1993년 08월 31일

강명혜 1990년 07월 20일 1995년 09월 30일

김형석 1990년 08월 03일 1991년 10월 07일

이계백 1990년 09월 27일 1994년 06월 30일

유영준 1990년 10월 15일 1998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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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백경호 1990년 10월 15일 1997년 10월 17일

김미정 1990년 10월 15일 1998년 09월 30일

김철호 1990년 10월 15일 1991년 07월 31일

김덕훈 1990년 10월 15일 1990년 10월 17일

이용만(정년) 1991년 02월 12일 2006년 06월 30일

김미경 1991년 05월 01일 1998년 09월 30일

정   철 1991년 12월 01일 1992년 05월 07일

박원철 1991년 12월 01일 1992년 05월 07일

이창은 1991년 12월 01일 1998년 09월 30일

박광범 1991년 12월 01일 1992년 05월 07일

윤재란 1992년 03월 21일 1995년 01월 31일

정태영 1992년 04월 22일 1998년 08월 10일

문관효 1992년 05월 11일 2008년 07월 10일

윤태문 1992년 08월 18일 1998년 09월 30일

최준오(정년) 1992년 08월 18일 2016년 12월 31일

조현정 1993년 03월 13일 2004년 07월 31일

추교철 1993년 05월 01일 1998년 09월 30일

문영옥 1993년 12월 06일 2008년 12월 06일

임병주 1994년 10월 01일 2006년 05월 10일

선은희 1995년 05월 01일 2004년 07월 31일

김상수 1995년 09월 26일 1998년 09월 30일

최성희 1995년 10월 19일 1998년 09월 30일

김은정 1995년 10월 19일 1997년 10월 31일

권승목 1995년 11월 21일 1999년 09월 30일

조지영 1996년 01월 18일 1998년 09월 30일

정재후 1999년 11월 01일 2000년 05월 22일

이창진 2012년 03월 19일 2015년 12월 31일

이민석 2012년 12월 10일 2015년 06월 20일

지혜선 2013년 11월 04일 2016년 09월 07일

권태현 2014년 12월 01일 2014년 12월 31일

오세진 2016년 11월 01일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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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강준영 2018년 11월 19일 2018년 12월 30일

초빙연구위원(16명)

성명 입사일 퇴사일

심영희 1989년 06월 01일 1991년 09월 01일

김준호 1989년 06월 01일 1996년 12월 31일

남궁호경 1989년 06월 03일 1989년 08월 07일

신동운 1989년 10월 04일 1990년 10월 03일

이재상 1990년 09월 01일 1995년 03월 07일

김영환 1990년 10월 01일 1991년 12월 31일

장대홍 1991년 01월 11일 1991년 09월 10일

장영민 1991년 05월 01일 1996년 02월 28일

김익기 1991년 09월 01일 1992년 08월 31일

오영근 1992년 03월 20일 1996년 03월 19일

차종천 1992년 09월 14일 1993년 08월 31일

김두섭 1995년 03월 01일 1996년 02월 29일

이기헌 1995년 03월 25일 1998년 03월 24일

조준현 1996년 03월 01일 1997년 02월 28일

박상기 1996년 03월 01일 1998년 02월 28일

손동권 1997년 03월 01일 1998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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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82명)

| 검사 | (32명)

성명 파견일 만료일

이정수 1989년 04월 03일 1990년 11월 04일

선우영 1989년 04월 03일 1991년 07월 31일

김상희 1990년 11월 05일 1992년 08월 05일

조균석 1991년 08월 01일 1993년 09월 23일

문영호 1992년 08월 06일 1993년 09월 23일

이병기 1993년 09월 24일 1995년 09월 26일

이건종 1993년 09월 24일 1996년 07월 31일

이훈규 1995년 09월 27일 1997년 02월 28일

이호철 1996년 08월 01일 1997년 08월 26일

정진섭 1997년 03월 01일 1998년 08월 25일

박승진 1997년 03월 01일 1999년 02월 28일

김영준 1997년 08월 27일 1999년 02월 28일

김경수 1999년 03월 01일 2000년 07월 25일

신배식 1999년 03월 01일 2000년 07월 25일

조은석 2000년 07월 26일 2002년 07월 25일

김광준A 2000년 07월 26일 2003년 02월 25일

원범연 2002년 08월 26일 2004년 06월 13일

유병규 2003년 02월 27일 2005년 04월 17일

류혁상 2004년 06월 14일 2006년 02월 19일

송기오 2005년 04월 18일 2007년 03월 07일

고경희 2006년 02월 20일 2006년 11월 16일

한석훈 2007년 03월 08일 2007년 08월 31일

김광준B 2007년 03월 08일 2008년 12월 01일

정병하 2009년 02월 02일 2010년 07월 30일

박진영 2010년 08월 02일 2011년 09월 04일

김용호 2011년 09월 05일 2012년 07월 25일

허상구 2012년 07월 26일 2013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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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견일 만료일

이영주 2013년 04월 23일 2014년 01월 15일

김영규 2014년 01월 16일 2015년 02월 25일

김형길 2015년 02월 25일 2016년 01월 13일

안미영 2016년 01월 13일 2017년 08월 17일

이성규 2017년 08월 17일 2018년 07월 18일

| 판사 | (2명)

성명 파견일 만료일

이상철 1993년 04월 01일 1994년 02월 28일

임영철 1994년 03월 01일 1995년 03월 01일

| 경찰 | (10명)

성명 파견일 만료일

강대형 1990년 01월 19일 1990년 12월 31일

엄명용 2004년 02월 03일 2005년 02월 15일

이동환 2005년 02월 18일 2006년 02월 17일

나영민 2006년 02월 23일 2007년 02월 22일

정영오 2007년 02월 20일 2009년 02월 24일

황정인 2009년 04월 15일 2011년 02월 28일

이   윤 2011년 02월 01일 2012년 01월 20일

김재운 2012년 02월 06일 2014년 07월 16일

박형아 2014년 08월 25일 2016년 08월 25일

이병동 2016년 09월 02일 2017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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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관 | (17명)

성명 파견일 만료일

정동진 1989년 08월 14일 1991년 07월 30일

이인순 1991년 08월 01일 1993년 06월 30일

승성신 1993년 07월 01일 1995년 06월 30일

이정규 1995년 07월 01일 1997년 06월 30일

김종정 1997년 07월 01일 1999년 06월 30일

임재표 1999년 07월 01일 2001년 06월 30일

홍남식 2001년 07월 01일 2003년 06월 30일

박성래 2003년 07월 01일 2005년 06월 30일

김승만 2005년 07월 01일 2006년 06월 30일

정영진 2006년 07월 01일 2008년 07월 27일

노용준 2008년 07월 28일 2009년 12월 31일

박정일 2010년 01월 01일 2011년 12월 31일

윤창식 2010년 01월 01일 2011년 12월 31일

최진규 2012년 01월 01일 2014년 01월 10일

금용명 2014년 01월 13일 2014년 12월 31일

김선희 2015년 01월 01일 2017년 01월 23일

권창모 2017년 01월 23일 2018년 12월 31일

| 보호관찰관/소년보호직 | (8명)

성명 파견일 만료일

이성칠 2002년 01월 01일 2004년 01월 15일

정재준(소년보호직) 2002년 01월 01일 2003년 12월 31일

김양곤 2004년 01월 15일 2006년 01월 14일

이법호 2006년 01월 15일 2008년 01월 14일

김기환 2008년 01월 02일 2009년 12월 31일

김정명 2012년 01월 01일 2012년 12월 31일

최   걸 2014년 01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김현정 2016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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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장급 | (13명)

성명 파견일 만료일

김범식 2004년 01월 01일 2004년 12월 31일

임성식 2005년 01월 01일 2005년 12월 31일

추형관 2007년 01월 01일 2008년 12월 31일

조원봉 2009년 01월 01일 2009년 04월 30일

한일남 2011년 01월 01일 2011년 12월 31일

고충열 2012년 01월 01일 2012년 12월 31일

박진규 2013년 01월 01일 2013년 12월 31일

진종호 2014년 01월 01일 2014년 12월 31일

진승엽 2015년 01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임정열 2016년 01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김   철 2017년 01월 01일 2017년 12월 31일

김기병 2018년 01월 01일 2018년 05월 31일

신   민 2018년 06월 01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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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290명)

성명 입사일 퇴사일

김효정 1990년 03월 02일 1991년 01월 31일

신선미 1990년 03월 02일 1991년 01월 31일

장석헌 1990년 03월 02일 1990년 11월 30일

김경희 1990년 03월 12일 1990년 08월 31일

박병진 1990년 03월 12일 1990년 07월 31일

백월순 1990년 03월 12일 1991년 01월 31일

오수정 1990년 03월 12일 1991년 12월 31일

김혜선 1990년 03월 20일 1992년 07월 31일

이태원 1990년 04월 14일 1991년 12월 31일

최병천 1990년 04월 23일 1990년 10월 10일

장은숙 1990년 09월 18일 1991년 09월 30일

김선애 1991년 01월 01일 1991년 08월 31일

정성현 1991년 01월 26일 1991년 11월 15일

곽대경 1991년 03월 02일 1992년 03월 31일

신정자 1991년 03월 06일 1991년 11월 30일

이종택 1991년 03월 08일 1992년 11월 30일

김치곤 1991년 03월 13일 1991년 11월 30일

김홍옥 1991년 03월 25일 1992년 03월 24일

윤영철 1991년 03월 25일 1992년 03월 24일

이재승 1991년 05월 06일 1991년 06월 30일

주은우 1991년 07월 05일 1992년 07월 31일

정태석 1991년 09월 04일 1992년 02월 19일

이기연 1991년 12월 16일 1992년 06월 08일

전우현 1991년 12월 16일 1992년 01월 31일

박미성 1992년 01월 01일 1993년 09월 30일

진수연 1992년 02월 10일 1993년 03월 09일

최은정 1992년 02월 20일 1992년 09월 24일

이인영 1992년 03월 02일 1993년 05월 01일

손지선 1992년 03월 09일 1992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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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여하은 1992년 09월 21일 1994년 09월 23일

김순형 1992년 09월 28일 1993년 02월 14일

이경렬 1993년 03월 04일 1994년 01월 31일

진희권 1993년 03월 04일 1995년 06월 30일

김만현 2007년 01월 01일 2007년 06월 01일

송봉규 2007년 03월 01일 2009년 11월 30일

허지민 2007년 10월 04일 2008년 01월 01일

한상희 2007년 11월 05일 2009년 07월 31일

Laurent Testard 2008년 03월 01일 2008년 11월 30일

김도우 2008년 02월 12일 2008년 12월 31일

김도우 2013년 05월 15일 2014년 08월 31일

정세진 2008년 03월 03일 2008년 07월 22일

조장희 2008년 03월 05일 2010년 02월 26일

김소희 2008년 03월 19일 2008년 12월 20일

김병민 2008년 05월 01일 2009년 03월 31일

김상미 2008년 06월 24일 2009년 10월 30일

김상미 2018년 04월 09일 2018년 12월 31일

차수정 2008년 07월 01일 2008년 12월 30일

박정오 2008년 07월 02일 2008년 12월 30일

최   관 2008년 09월 01일 2008년 12월 30일

강희창 2009년 01월 20일 2009년 12월 11일

김민경 2009년 01월 20일 2009년 11월 19일

박혜란 2009년 01월 20일 2009년 10월 29일

강현경 2009년 02월 16일 2009년 06월 29일

김민이 2009년 02월 16일 2009년 12월 11일

김민이 2017년 04월 12일 2017년 12월 11일

송호은 2009년 02월 16일 2010년 03월 01일

이선범 2009년 02월 16일 2009년 12월 15일

천언옥 2009년 02월 16일 2009년 12월 31일

정선희 2009년 03월 03일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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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이민주 2009년 03월 06일 2009년 07월 31일

나현정 2009년 03월 24일 2009년 09월 24일

유영재 2009년 04월 01일 2009년 10월 30일

전효진 2009년 04월 06일 2009년 08월 03일

전효진 2011년 03월 02일 2011년 09월 02일

김봉수 2009년 04월 26일 2009년 10월 30일

김남형 2009년 05월 08일 2011년 04월 22일

김은애 2009년 06월 11일 2009년 12월 10일

이동은 2009년 06월 15일 2009년 12월 15일

김다정 2009년 07월 01일 2009년 12월 31일

유수연 2009년 08월 03일 2009년 12월 31일

이용아 2009년 08월 20일 2009년 11월 30일

서찬미 2009년 09월 28일 2010년 12월 29일

전기홍 2009년 12월 01일 2010년 07월 30일

차보람 2009년 12월 16일 2011년 12월 29일

강소영 2010년 02월 16일 2010년 07월 30일

김석영 2010년 02월 16일 2012년 01월 31일

김선영 2010년 02월 16일 2010년 12월 29일

이도선 2010년 02월 16일 2010년 12월 29일

장지현 2010년 02월 16일 2013년 12월 31일

장형훈 2010년 02월 16일 2010년 06월 30일

김지훈 2010년 03월 01일 2010년 08월 31일

김수영 2010년 03월 02일 2010년 12월 29일

김정현 2010년 03월 02일 2010년 04월 30일

신하늘 2010년 03월 02일 2010년 11월 12일

이은주 2010년 03월 02일 2012년 12월 30일

이정주 2010년 03월 02일 2010년 12월 29일

이정주 2017년 08월 11일 2017년 12월 31일

장유정 2010년 03월 02일 2010년 12월 29일

정다혜 2010년 03월 02일 201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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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정안수 2010년 03월 02일 2010년 12월 29일

홍서아 2010년 03월 02일 2012년 12월 30일

김대식 2010년 03월 08일 2012년 02월 03일

박윤희 2010년 03월 15일 2010년 04월 21일

최아련 2010년 03월 16일 2010년 09월 30일

신상훈 2010년 03월 17일 2010년 12월 16일

이연재 2010년 03월 30일 2011년 06월 13일

손지영 2010년 05월 03일 2010년 05월 30일

손지영 2015년 03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박종범 2010년 05월 10일 2012년 12월 31일

강아람 2010년 05월 21일 2010년 05월 20일

권용일 2010년 06월 07일 2010년 10월 10일

윤보미 2010년 06월 10일 2011년 03월 01일

이수진 2010년 06월 21일 2010년 09월 30일

손선심 2010년 07월 01일 2010년 12월 30일

최주영 2010년 07월 01일 2012년 06월 20일

구현아 2010년 09월 16일 2010년 12월 29일

Michael Joyce 2011년 03월 14일 2014년 03월 06일

함은정 2011년 03월 28일 2011년 12월 31일

안서윤 2011년 04월 04일 2012년 10월 12일

김동준 2011년 06월 27일 2012년 06월 26일

원명희 2011년 06월 29일 2011년 07월 04일

심인식 2011년 07월 13일 2013년 12월 31일

김흥태 2011년 09월 01일 2012년 11월 23일

이동형 2011년 09월 26일 2011년 09월 28일

손희전 2011년 10월 17일 2012년 12월 31일

이자영 2011년 10월 17일 2012년 12월 31일

송민정 2011년 11월 01일 2012년 12월 30일

오창수 2011년 11월 21일 2013년 01월 31일

윤수경 2012년 03월 02일 201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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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이현자 2012년 03월 19일 2013년 01월 31일

심지영 2012년 03월 20일 2012년 06월 25일

김하늘 2012년 04월 01일 2013년 12월 31일

김하늘 2014년 02월 24일 2014년 12월 31일

최명현 2012년 04월 05일 2013년 12월 30일

김지연 2012년 04월 09일 2012년 12월 30일

김지연 2014년 12월 10일 2015년 02월 28일

남호정 2012년 04월 09일 2012년 12월 30일

이헌영 2012년 04월 09일 2012년 12월 30일

이헌영 2014년 03월 13일 2015년 01월 30일

정수진 2012년 06월 25일 2012년 12월 30일

정시연 2012년 06월 29일 2013년 07월 12일

박혜진 2012년 07월 01일 2013년 08월 31일

강은경 2012년 09월 03일 2013년 04월 30일

안정은 2012년 09월 03일 2013년 12월 31일

이정우 2012년 09월 03일 2014년 12월 31일

조소연 2013년 01월 03일 2018년 12월 31일

권민선 2013년 02월 25일 2013년 06월 28일

옥가람 2013년 02월 25일 2013년 12월 31일

이승엽 2013년 02월 25일 2013년 12월 31일

김윤상 2013년 02월 26일 2014년 01월 31일

권민경 2013년 03월 04일 2013년 12월 31일

이미화 2013년 03월 06일 2013년 08월 31일

고미정 2013년 03월 13일 2014년 12월 31일

최정호 2013년 05월 28일 2013년 12월 31일

강동우 2013년 05월 29일 2013년 12월 31일

장재희 2013년 06월 03일 2014년 05월 28일

변예승 2013년 07월 17일 2013년 10월 07일

이새미 2013년 07월 17일 2013년 12월 31일

안규서 2013년 08월 01일 2015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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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변창기 2013년 10월 01일 2013년 12월 31일

권현정 2014년 01월 01일 2014년 01월 01일

김나리 2014년 03월 13일 2015년 01월 31일

문병준 2014년 03월 13일 2014년 12월 31일

박신영 2014년 03월 13일 2014년 12월 31일

서화원 2014년 03월 13일 2015년 07월 01일

선수지 2014년 03월 13일 2014년 05월 16일

유경희 2014년 03월 13일 2014년 12월 31일

유경희 2016년 02월 15일 2016년 06월 30일

임유석 2014년 03월 13일 2014년 12월 31일

하사랑 2014년 03월 13일 2015년 12월 31일

김재경 2014년 06월 03일 2014년 12월 31일

전소영 2014년 06월 03일 2014년 12월 31일

신송연 2014년 07월 01일 2014년 12월 31일

이강민 2014년 07월 14일 2014년 08월 31일

김희정 2014년 07월 28일 2014년 09월 12일

오수진 2014년 08월 01일 2014년 10월 31일

백일홍 2014년 08월 07일 2014년 10월 31일

유미루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2월 31일

정지영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2월 31일

김연수 2014년 08월 11일 2014년 12월 31일

이유림 2014년 08월 25일 2014년 11월 24일

김남미 2014년 08월 27일 2014년 10월 26일

김유범 2014년 09월 01일 2014년 12월 31일

원지우 2014년 09월 01일 2014년 12월 31일

유   창 2014년 09월 01일 2014년 09월 30일

이선영 2014년 09월 01일 2015년 02월 14일

장성인 2014년 09월 15일 2015년 01월 30일

김민석 2014년 10월 01일 2016년 07월 31일

이   화 2014년 10월 01일 2014년 12월 31일

전지선 2014년 10월 01일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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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안선주 2014년 11월 10일 2014년 12월 12일

주성빈 2014년 12월 02일 2014년 12월 31일

이명민 2014년 12월 10일 2014년 12월 31일

최   샘 2014년 12월 12일 2014년 12월 31일

정   진 2015년 01월 12일 2015년 02월 11일

임수연 2015년 01월 19일 2015년 08월 04일

조민정 2015년 01월 19일 2015년 12월 31일

김민정 2015년 02월 10일 2015년 03월 06일

김민정 2016년 02월 22일 2016년 04월 30일

강은진 2015년 03월 01일 2015년 10월 31일

박윤중 2015년 03월 01일 2015년 05월 01일

이은지 2015년 03월 02일 2015년 07월 01일

온지수 2015년 03월 03일 2015년 12월 31일

황성혜 2015년 03월 09일 2015년 06월 01일

주익현 2015년 03월 25일 2015년 07월 08일

문수연 2015년 03월 30일 2015년 09월 01일

박상희 2015년 04월 20일 2015년 12월 31일

한보영 2015년 05월 06일 2015년 12월 31일

변상기 2015년 06월 01일 2015년 06월 03일

김창식 2015년 07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추지현 2015년 07월 14일 2015년 10월 14일

정유진 2015년 07월 16일 2016년 12월 31일

안현미 2015년 07월 27일 2015년 12월 31일

김은영B 2015년 09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구도윤 2015년 09월 14일 2016년 07월 15일

배윤주 2015년 09월 21일 2016년 12월 31일

권도희 2015년 10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박   찬 2015년 10월 01일 2015년 11월 19일

손미숙 2015년 10월 12일 2016년 12월 31일

안상원 2015년 10월 12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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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유태용 2015년 10월 20일 2015년 12월 18일

최혜원 2015년 12월 07일 2016년 06월 21일

고경표 2016년 02월 15일 2016년 12월 31일

김현나 2016년 02월 15일 2016년 04월 12일

전규식 2016년 02월 15일 2016년 02월 26일

정승진 2016년 02월 15일 2016년 07월 18일

김경화 2016년 02월 22일 2016년 07월 04일

최수지 2016년 02월 22일 2016년 02월 26일

이서인 2016년 03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이영봉 2016년 03월 01일 2016년 08월 31일

조진만 2016년 03월 09일 2016년 07월 01일

김윤지 2016년 03월 21일 2016년 12월 31일

김창익 2016년 03월 21일 2016년 12월 31일

안아름 2016년 03월 21일 2016년 12월 31일

양원석 2016년 03월 21일 2016년 12월 31일

위희정 2016년 03월 21일 2016년 06월 25일

정유선 2016년 03월 21일 2016년 12월 31일

배상균 2016년 04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박웅신 2016년 04월 26일 2016년 12월 31일

백지원 2016년 05월 01일 2016년 09월 05일

이지혜 2016년 05월 02일 2016년 12월 31일

민휘경 2016년 06월 21일 2016년 10월 06일

윤연정 2016년 06월 27일 2016년 12월 31일

장용설 2016년 07월 01일 2016년 09월 01일

정민혁 2016년 07월 01일 2016년 09월 01일

이진아 2016년 07월 18일 2016년 12월 31일

구인모 2016년 08월 08일 2016년 12월 31일

신가람 2016년 08월 08일 2016년 12월 31일

박선영B 2016년 08월 10일 2016년 10월 12일

박지은 2016년 08월 10일 201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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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이유진 2016년 08월 22일 2016년 11월 02일

이나래 2016년 09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오재형 2016년 09월 02일 2016년 11월 30일

김낙현 2016년 10월 10일 2016년 11월 09일

남궁준 2016년 10월 12일 2016년 12월 16일

박보라 2016년 10월 12일 2016년 12월 30일

이혜나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2월 29일

손민숙 2017년 02월 07일 2017년 10월 31일

안수정 2017년 02월 07일 2018년 07월 15일

유주하 2017년 02월 07일 2017년 09월 30일

유하윤 2017년 02월 07일 2018년 05월 31일

김래영 2017년 02월 09일 2017년 08월 12일

송하은 2017년 02월 09일 2017년 04월 06일

김준범 2017년 02월 13일 2017년 12월 31일

백혜원 2017년 02월 13일 2018년 05월 31일

이예담 2017년 02월 15일 2017년 12월 31일

최문숙 2017년 02월 15일 2017년 03월 04일

윤정아 2017년 03월 01일 2017년 06월 30일

정윤선 2017년 03월 01일 2017년 06월 30일

박은화 2017년 03월 15일 2017년 12월 31일

최문정 2017년 03월 16일 2017년 12월 31일

김두원 2017년 03월 20일 2017년 12월 31일

신동준 2017년 03월 20일 2017년 05월 31일

박형민B 2017년 03월 23일 2017년 12월 31일

이인상 2017년 04월 12일 2017년 12월 31일

이홍진 2017년 04월 12일 2017년 10월 15일

최지선 2017년 04월 12일 2017년 12월 31일

도규엽 2017년 05월 08일 2017년 10월 22일

이유나 2017년 06월 13일 2017년 12월 31일

최소은 2017년 06월 22일 201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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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이미성 2017년 08월 07일 2017년 12월 31일

정희수 2017년 08월 16일 2017년 10월 31일

박세영 2017년 08월 28일 2017년 12월 31일

조명준 2017년 09월 04일 2017년 12월 31일

하정은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2월 31일

문지애 2017년 10월 24일 2018년 08월 31일

Yjiue Wang 2017년 11월 06일 2018년 01월 01일

김솔지 2017년 11월 21일 2018년 05월 31일

이가영 2018년 02월 01일 2018년 09월 30일

정지혜 2018년 02월 05일 2018년 12월 04일

한고은 2018년 02월 05일 2018년 12월 31일

홍세은 2018년 02월 26일 2018년 03월 31일

Sarah Gross 2018년 03월 01일 2018년 12월 16일

김예슬 2018년 03월 14일 2018년 06월 13일

조민수 2018년 03월 19일 2018년 05월 20일

이나림 2018년 04월 01일 2018년 06월 30일

김혜진 2018년 04월 09일 2018년 07월 24일

임지원 2018년 04월 16일 2018년 07월 15일

최미란 2018년 04월 26일 2018년 12월 31일

손소영 2018년 05월 21일 2018년 09월 30일

이소영 2018년 07월 04일 2018년 09월 30일

허진아 2018년 07월 30일 2018년 09월 09일

최윤이 2018년 09월 19일 2018년 12월 18일

곽승현 2018년 10월 01일 2018년 12월 31일

김도아 2018년 10월 01일 2018년 12월 31일

최은진 2018년 10월 08일 2018년 12월 14일

권지혜 2018년 10월 16일 2018년 11월 30일

이현주 2018년 11월 05일 2018년 12월 31일

신도연 2018년 11월 08일 2018년 12월 28일

임이랑 2019년 01월 16일 2019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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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엄신혜 2019년 01월 25일 2019년 03월 24일

청년인턴(51명)

성명 입사일 퇴사일

강보라 2012년 04월 09일 2012년 10월 12일

김재권 2014년 03월 17일 2014년 03월 23일

이민혁 2014년 03월 18일 2014년 06월 03일

홍지수 2014년 03월 18일 2014년 08월 11일

양지수 2014년 05월 02일 2014년 09월 30일

이주연 2014년 06월 03일 2014년 11월 02일

한서연 2014년 08월 11일 2014년 12월 31일

김윤표 2014년 10월 01일 2015년 01월 31일

박한진 2014년 12월 09일 2015년 02월 28일

박은지 2014년 12월 12일 2015년 02월 28일

김미경 2015년 04월 06일 2015년 12월 31일

김민지 2015년 04월 06일 2015년 12월 31일

송기훈 2015년 04월 06일 2015년 12월 31일

안주희 2015년 04월 06일 2015년 12월 31일

노민지 2015년 04월 07일 2015년 09월 07일

노효영 2015년 04월 20일 2015년 09월 20일

한솔이 2015년 04월 27일 2015년 08월 08일

홍수민 2015년 09월 16일 2015년 12월 31일

오영준 2015년 09월 21일 2015년 12월 31일

문재원 2015년 10월 12일 2016년 02월 19일

이고은 2015년 11월 01일 2016년 02월 19일

고경진 2016년 04월 25일 2016년 10월 27일

김진용 2016년 04월 25일 2017년 02월 28일

남승우 2016년 05월 01일 2016년 08월 12일

이은지 2016년 05월 01일 2016년 10월 31일

김혜원 2016년 05월 01일 201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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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퇴사일

손영심 2016년 05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오나경 2016년 05월 01일 2016년 05월 16일

유영목 2016년 05월 01일 2016년 09월 13일

정재우 2016년 05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황보서영 2016년 05월 01일 2016년 12월 30일

유용재 2016년 05월 23일 2016년 12월 31일

이수진 2016년 05월 23일 2017년 02월 28일

조민서 2016년 06월 13일 2017년 02월 28일

박가영 2016년 07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조성연 2016년 07월 18일 2016년 10월 04일

서지희 2016년 09월 05일 2016년 09월 05일

이현진 2016년 10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이동규 2016년 10월 19일 2017년 02월 28일

김진우 2017년 03월 27일 2017년 12월 31일

이재연 2017년 04월 07일 2017년 12월 31일

장현호 2017년 04월 12일 2017년 12월 31일

조성비 2017년 04월 17일 2017년 10월 15일

최정윤 2017년 05월 08일 2018년 02월 28일

이윤정 2017년 10월 20일 2017년 12월 31일

강민성 2018년 05월 03일 2019년 01월 27일

고혜린 2018년 05월 08일 2018년 06월 17일

장정현 2018년 05월 08일 2018년 08월 23일

김지언 2018년 09월 01일 2019년 01월 20일

최하영 2018년 10월 10일 2019년 02월 28일

조은호 2018년 10월 10일 2019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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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 사회복무요원(19명)

성명 전입일 제대일

정   인 2003년 08월 04일 2005년 10월 15일

김동욱 2003년 08월 04일 2005년 10월 15일

송우영 2005년 10월 04일 2007년 11월 04일

방성훈 2005년 10월 04일 2007년 11월 04일

노승민 2006년 03월 03일 2008년 03월 31일

강지하 2007년 09월 20일 2009년 09월 20일

소경민 2008년 02월 25일 2010년 03월 02일

정수현 2008년 06월 20일 2011년 06월 17일

이건홍 2010년 08월 13일 2012년 07월 13일

최재원 2010년 08월 13일 2011년 01월 07일

허우성 2010년 08월 13일 2012년 07월 13일

박준수 2011년 05월 21일 2013년 04월 22일

이승훈 2011년 05월 21일 2013년 04월 22일

조승현 2012년 10월 04일 2012년 11월 01일

고동환 2013년 05월 20일 2015년 04월 22일

공대희 2014년 07월 11일 2016년 06월 12일

이용우 2015년 01월 30일 2017년 01월 02일

이진호 2016년 03월 18일 2018년 02월 18일

이영석 2017년 04월 24일 2018년 07월 27일



에필로그

[ 에필로그 ]

10년 전 마감에 몰려 김지선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건국대 근처에 있던 인쇄소까지 찾아가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년」을 교정본 때가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년」은 10년 전 책자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그

대로 살리는 것도 하나의 歷史的 記述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지 디자인이 바뀌고, 

기록물 편을 새로이 추가하고,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던 보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기록물 

정리는 원장님의 아이디어에 힘입었으며, 다양한 사진과 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특히 TF 팀원이 아님에도 유용한 도움을 준 강태경 박사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월 28일 첫 회의, 3월 5일 해성식당 단합대회, 3월 27일 사진/소장품 공모전 시작, 4월 29·30

일 사진촬영, 그리고 5월 27일 마지막 교정에 이르기까지 TF 팀원들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박미

숙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원장님 부분을 정리하셨고, 안상국 책임행정원은 연구원 약사, 인물, 기사

를 정리하였습니다. 간사로서 전체 실무를 총괄하며 가장 큰 고생을 한 김병규 책임행정원은 오재만 

행정원과 함께 사진과 현재 활동 부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소장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진 등을 발굴하려 애썼으며, 두 사람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기록물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홍서연 행정원은 사업실적을 정리하고 출판업무 실무자로서 애를 많이 썼으며, 인사발령으로 중간

에 들어온 김채민 행정원은 출간업무의 마무리 작업을 매끄럽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소병도 전문조

사원은 우수연구실적 등 여러 정리 작업을 지원해주었습니다. 팀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머리 숙여 깊

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는 온전히 팀장의 부족함입니다. 다시 10년 후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40년」이 나오는 2029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혹여 가능하다면 재미까지 있는)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公式 歷史書가 출간되길 기원합니다. 아..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정년퇴직하였겠  

네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현직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선임연구위원  박 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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