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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1. 관련 범죄학 이론

가 발생하였다. 이후 빠르게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가 보호자가 없는 적절한

였으며, 2020년 9월 27일 현재까지 매일 수십 명에

목표물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면 범

서 수백 명까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

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Cohen & Felson, 1979).

에서는 코로나19 전염예방을 위해‘사회적 거리두

일상활동이론에 따를 때, 사람들의 일상활동은 범죄

기’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대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따라

책들은 우리사회의 변화, 우리 일상의 변화를 초래

서 사람들의 일상활동의 변화는 범죄의 증가 또는

했다.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

이와 관련,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박한호, 2020; Mohler et al.,
2020) 현재 그 숫자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해외
연구(Mohler et al., 2020)는 112 신고 데이터를 활용
한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나, 국내연구(박한호,
2020)는 범죄와 관련된 일부 사례만을 활용한 질적
연구로 진행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국내 112 신고 데이터를 분
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112 신
고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연
구는 코로나19 상황이 범죄에 미친 영향을 학술적으
로 의미 있게 분석함으로써 전염병과 범죄와의 관계
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경찰 등 범죄예방
기관의 활동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는 일상활동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활동을 변화시켰다. 코
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 간에 만남이 줄어들었으며, 가정에서
생활은 많아졌다. 따라서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강도, 절도, 폭력)의 기회는 감소하고, 가정 내
부에서 발생하는 범죄(가정폭력)의 기회는 증가하였
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외부에서 발
생하는 범죄는 줄어들 것이고, 가정 내부에서 발생
하는 범죄는 증가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비록 제한적이지만) 선택을
한다는 이론이다(Clarke & Cornish, 1985; Cornish &
Clarke, 1986). 다시 말해, 범죄자는 범죄에 대한 선
택, 범죄대상에 대한 선택, 범죄방법에 대한 선택,
범죄과정에서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즉, 그에 따
른 이익과 비용을 따져) 결정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와 범죄와의 관계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해 다음
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적

* 이 글은 필자가 공동집필한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 112 신고 데이터를 중심으로”(시큐리티연구 팬
데믹특별호, 2020)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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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그로인해 사람들 간에 만남
이 줄어들었으며, 가정에서 생활은 많아졌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수입의 감소로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계

박한호(2020)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와 범죄

하기 위해서는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합리적이

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나

라고 판단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강도범죄를 저

타난 현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명령, 자택근

지르기 위한 흉기 등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시간

무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하였으며, 그

과 장소를 잘 선택한다면 경찰에게 잡힐 가능성이

러한 일상의 변화는 일부 범죄의 기회를 증가시킴으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선

로써 우리사회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택으로 인해 강도범죄는 증가할 지도 모른다.

했다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그는 전염병에 대한 두

범죄패턴이론은 범죄는 주로 발생하는 특정장소가
있으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통해 결정

려움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
명하였다.

된다는 이론이다(Brantingham & Brantingham, 1993,

Mohler 등(2020)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로스

1999, 2003). 범죄패턴이론에서는 교차점(nodes), 행

엔젤레스(Los Angeles)와 인디아나폴리스(Indianapolis)

로(paths),

범죄발생지(crime

의 경찰신고 전화(911)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가

generator), 범죄유혹지(crime attractor) 개념을 강조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은

하면서 주로 이러한 장소에서 범죄의 기회가 주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는 주거침입

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교차점은 사람들의 일상활

절도, 강도, 차량정지 범죄가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

동이 이루어지는 허브를 의미하고(예: 학교, 집, 직

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인디아나

장, 식당 등), 행로는 교차점을 연결하는 길을 의미

폴리스 지역에서는 차량정지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하며, 가장자리는 교차점과 행로의 주변을 의미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역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

한편 범죄발생지(crime generator)는 많은 사람들이

였다.

가장자리(edges),

범죄 외의 목적으로 모이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며
(예:

쇼핑몰,

유원지

등),

범죄유혹자(crime

attractor)는 범죄기회를 생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예: 마약시장 등).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는 범
죄패턴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

이 연구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그

매월 한국 전 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112 신고 데

로인해 사람들 간에 만남이 줄어들었으며, 가정에서

이터가 수집되었다. 112 신고 데이터는 중요범죄, 기

생활은 많아졌다. 즉, 대부분의 교차점, 행로, 가장자

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경찰업무, 타기관 업무

리, 범죄발생지, 범죄유혹지에서의 사람들의 일상활

로 구분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중요범죄와 기타범

동이 줄어들면서 범죄기회가 줄었으며 이는 범죄감

죄 데이터만 활용하였다.

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교차점의 하나인 가정에

이 연구에서 공식 범죄데이터 대신 112 신고 데이

서의 일상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범죄기회가 늘

터를 활용하였다. 112 신고 데이터는 오인신고, 허위

어났으며, 이는 가정폭력 같은 가정 내 범죄의 증가

신고 등으로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

로 이어질 것이다.

고, 그것이 가진 많은 장점으로 인해 종종 범죄발생
건수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2. 선행 연구
코로나 19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
재까지 유일하게 박한호(2020)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Sherman et al., 1989). 그 장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12 신고 데이터는 범죄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데 정확하다(Pierce et al., 1984). 둘째, 많
은 범죄가 경찰 또는 검찰의 결정에 의해 빠져 나갈

수 있는 공식 범죄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2020

(Black, 1970). 마지막으로, 공식 범죄데이터에 비해

년 1월과 2월에는 이전 3년에 비해 다소 많은 범

빠르게 통계처리가 가능하다. 112 신고 데이터는 피

죄가 발생하였으나 2020년 3월 이후에는 이러한

해자 등의 신고와 동시에 통계처리가 가능하나, 공

양상은 변화하였다. 즉, 3월과 5월에는 이전 3년

식 범죄 데이터는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를 거쳐야

동기간 대비 3번째로 적은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통계처리가 가능하므로 그 생산속도가 느리

4월과 6월에는 이전 3년 동기간 대비 가장 적은

다는 한계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체범죄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범죄종류는 전체범죄, 강

서는 코로나19가 작게나마 영향을 미쳤으며, 그

도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이다. 여기에서 전체범죄

결과 2020년 1월과 2월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

는 중요범죄와 기타범죄를 합친 것이다. 중요범죄에

로 많이 발생하던 전체범죄가 2020년 3월부터는

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고 해석

폭력, 아동학대가 포함된다. 기타범죄에는 폭력, 사

할 수 있다.

기, 공갈, 협박, 도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수배불심
자, 기타형사범, 스토킹, 학교폭력, 마약류, 피싱사기
가 포함된다. <표 1>은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를 보여준다.
<표 1>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191,660 272,722

평균

표준편차

전체범죄

42

강도범죄

42

31

191

238,237 22,227
82

40

절도범죄

42

16,775

27,541

21,834

2,843

폭력범죄

42

36,448

64,322

49,828

7,231

[그림 1]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전체범죄
발생 추이 비교

2. 코로나19가 강도범죄에 미친 영향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시계열 그래프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는 일시적인 상황
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시계
열 연구가 적합하며, 또한 시계열 그래프는 시각
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들의 직관
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그림 2]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강도범죄 발생 추이를 보여주며, 이는 다음과 같
이 해석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0
년까지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였다. 즉, 월별 비
교 시, 5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서 2017년부터
2020년으로 갈수록 강도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
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
다. 즉,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강도범죄가 계
속 감소하였으며, 월별 비교 시 그 감소 정도도

연구결과
1.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 미친 영향

대체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도범죄 발생건수를 2019
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0년에는 1월과 2월에는
차이가 있었으나(즉, 과거의 추세를 따르고 있으

[그림 1]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나) 이후 점점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범죄 발생 추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강도범죄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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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세가 꺾였을지도 모른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코로나19가 강도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지도 모른다.

4. 코로나19가 폭력범죄에 미친 영향
[그림 4]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폭력
범죄 발생 추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2020년 1월에는 2019
년과 비슷한 정도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였으나 2020년
2월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은 변화하였다. 즉, 2020년 2
월부터는 2019년에 비해 더 적은 폭력범죄가 발생하였
으며, 그 차이는 갈수록 커졌다. 결론적으로, 폭력범죄
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2020년 1월에 2019년 1월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발생하

[그림 2]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강도범죄

던 폭력범죄가 2020년 2월부터는 2019년에 비해 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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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하고, 그 차이는 갈수록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
다.

3. 코로나19가 절도범죄에 미친 영향
[그림 3]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절도
범죄 발생 추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2020년 1월과 2월에
는 이전 3년에 비해 다소 많은 절도범죄가 발생하였으
나 2020년 3월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은 변화하였다.
즉, 3월부터는 이전 3년 동기간 대비 가장 적은 절도범
죄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2020년 1월과 2

[그림 4]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폭력범죄

월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던 절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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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0년 3월부터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
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토의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는 ‘약한 감소’, 강도범죄에는 ‘약
한 증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에는 ‘감소’라
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가 절도범죄를 감소

[그림 3]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절도범죄

시킨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주거침입

발생 추이 비교

절도범죄를 감소시켰다는 선행연구(Mohler et al.,
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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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일상활동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셋째, 코로나19로 폭력범죄가 감소되었다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었고,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가정폭력을 증가시킨

그로인해 사람들 간에 만남이 줄어들었으며, 가정

다는 선행연구(Mohler et al., 2020)의 결과와 배치

에서 생활이 많아졌다. 사람들의 가정 밖 활동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감소로 가정 외부에서의 절도범죄 기회가 감소하

이 연구의 결과는 일상활동이론과 범죄패턴이론

였고, 또한 사람들의 가정 내 생활의 증가로 주거

으로 다음과 같이 조화롭게 설명될 수 있다. 코로

침입절도 기회도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절도범

나19로 가정 밖 생활은 줄었으나, 가정 내 생활은

죄는 감소하였다.

늘어났다. 따라서 가정 밖 폭력범죄에 대한 기회

둘째, 코로나19로 강도범죄가 약한 증가를 보였

는 감소되었으며,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기회

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강도범죄를

는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폭력범죄는 감소하였

감소시켰다는 선행연구(Mohler et al., 2020)의 결

으나 가정폭력은 증가하였다.

과와 배치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상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

황이 달라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합리적

언이 가능하다. 첫째, 범죄학 이론에 따를 때, 코

선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

로나19는 범죄기회를 줄임으로써 범죄감소로 이

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범죄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

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등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그 원인(예:

일부는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도가 증가하는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판단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많은

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범죄에

가정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한 영향은 개별범죄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

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서 범죄예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

범죄인에게 많은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황에서 더 증가하는 범죄(예: 강도, 가정폭력)에

미국의 범죄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죄를 저

경찰력 등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르기보다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코
로나19로 인해 거리의 행인의 수가 크게 감소하
였다. 이로 인해 강도범죄의 기회가 크게 감소하
였으며, 이것이 코로나19로 미국에서 강도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가정에 총기가 없다. 따
라서 범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지지르는 것이나 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위험부담에서 큰 차
이가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범죄인들은 지나가
는 행인을 상대로 한 강도의 기회 감소를 대신하
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죄를 더 많이 저
질렀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코로나19로 한국에서
강도범죄가 약한 증가를 보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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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코로나19 관련 위험관리모델과
경찰활동에 대한 고찰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정 제 용 교수

시하여 대규모 운집하는 사람들을 즉시 소환하고

들어가며

체포하도록 하였다.3)

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

경찰기관은 전통적으로 법집행, 범죄예방 및 대

라는 움직임 아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유

응, 그리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

로운 이동을 향유해왔다.

2005년에 Thomas

다. 이러한 본연의 역할 이외에 이제는 국가적 재

Friedman이 “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에서

난 및 위기사태 시 지원기관으로서 타기관을 지

분석한 것처럼, 이러한 경향성은 일종의 사실로서

원하는 비전통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코로나

받아들여졌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었

19의 경우에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들을 감시하

다. 하지만, 코로나 19(Covid-19) 사태가 터지면서,

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의료물품의 사재기 및 사

점점 더 많은 도시와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는

기사건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등 세계화의 흐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

이러한 경찰기관의 역할과 임무는 국가적 위기관

러한 현상에 대해 Friedman(2020)1)은 세계화가 단

리모델의 일부로서 이행되고 있으며, 강력한 국가

순한 연결(connectedness)에서 상호연결(interconnected

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위기관리모델을

ness)로, 다시 상호의존(interdependent)으로 고도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사례라

화되면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보니 중간에 완충

고 볼 수 있다.

지대가 사라졌고,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약해진
(fragile) 동시에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모두가 위
험에 빠지게(risky) 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전염병 위기사태는 국가 및 지역자치단

국가적 위기관리체계 및 경찰기관의
위험관리 활동

체에 큰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감염병 재난은

한국의 국가적 재난대응 시스템은 다기관 협력

다른 재난에 비해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확정

체계(Multi-agency partnerships)를 활용한 접근으

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2) 이는, 경

로, 관련 기관들이 수평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

찰기관에도 전례 없는 도전과 어려움을 던져주고

행하면서도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

있다. 미국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뉴욕시의 경우,

의 권한과 업무 부여를 명확히 하였다. 감염병의

시장인 Bill de Blasio는 시민들에게 거리두리와 자

정도에 따라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가격리를 강제하기 위해서 뉴욕시경(NYPD)에 지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대
책이 마련되어 있다.4) 중요한 것은 경보가 상향될

1) Friedman, T. L. (2020, May 30). How we broke
the world.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
//www.nytimes.com/2020/05/30/opinion/sunday/cor
onavirus-globalization.html?searchResultPosition=3
2) 오윤경, 류현숙, 허준영, 김황열, 김대훈 (2020). 코
로나 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Issue paper 통권 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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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rres, E. (2020, April 30). De Blasio condemns
funeral for rabbi, receives backlash for his comme
nts on 'Jewish community'. ABC News, Retrieved
from https://abcnews.go.com/US/de-blasio-conde
mns-funeral-rabbi-receives-backlash-comments
/story?id=70404039

때마다 총괄 대응 기관을 상향하고, 기관별 역할

경찰활동의 구체적 형태

과 임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금번 코로나 19의
경우 2월 23일자로 ‘경계’에서 ‘심각’ 단계
로 상향되고, 범정부 통합대응 재난으로 인정되

① 전통적인 경찰활동 - 불법 활동 단속 및 수사

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중

불법활동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은 전통적 경

앙 및 지방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찰활동 영역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코로나 19 위

경찰청이 감염병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지원

기에서의 불법 활동은 기회주의적 범죄행위와 감

부처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

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나 19에 대응하는 경찰기관의 활동은 국가적 재

첫째로, 기회주의적 범죄 유형은 ‘마스크 매점매

난관리대책, 즉 위기관리체계의 일부분으로 자리

석’으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행위 및 ‘하자있는

잡고 있다.

물건이나 입금 후 물건 미발송’과 같은 온라인

이러한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바탕이 되는 핵심
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위험사회이론’이다.
Beck(1992)5)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
며 국가 및 민간기관 등이 이제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Risk management)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
해

타기관협력모델(Multi-agency

partnership

model)이 제대로 도입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제
시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Ericson과 Haggerty
(1997)6)은 경찰의 업무도 단순 범죄신고를 접수하
고 대응하는 형태에서 점점 확대되어 국민들의
안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기관은 범죄라는 사회현상 중심
에서 광범위한 위험(risk)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으
로 변모해가야한다고 주문한다. 코로나 19도 일종
의 위험으로서, 보건당국이 주무부처로서 감염병

사기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피의자들이 이
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서 기존 화이트칼라범죄에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허위사실 생산 및 배포’는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일종의 사회적 일탈행위
로, 주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행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범
죄자들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새로운 범죄학적인 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의 유형에
는 격리조치의 위반, 방역조치의 위반, 거짓자료
제출, 집회금지 위반, 집합금지위반, 입원거부 등
이 있다. 이러한 단속 및 수사 활동은 기존의 경
찰활동(주로, 수사영역)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경
찰기관의 업무적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
다.

관련 위험관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경찰기관은
필요 정보 전달 및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위험관
리에 동참하고 있다.

② 비전통적인 경찰활동 – 위치 추적 및 장소 점검
전통적인 경찰활동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
응 외에, 이론적 배경에서 본 위험 관리라는 프레
임워크에 속하는 비전통적인 경찰활동이 있다. 코
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
의심자의 소재확인과 공공 운집 장소의 점검 등

4)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감염병위기대응, http://ww
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300
5)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6) Ericson, R. V., & Haggerty, K. D. (1997).
Policing the risk socie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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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된 유형이다. 이러한 경찰활동에는 여러 특
징이 있다. 우선, 보건당국 혹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기관의 독립적인 활
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유관기관들과 정보공

유 및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다기관협력모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확보
및 보관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수사 관
련 정보 등을 타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적법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경찰활동의 구체적인 형태를 분류한 것이
다.

나가며
한국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에 있어서 대응은
국가적 위험관리모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경찰기관은 주무부처의 위험관리체계의
효율적·효과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활동
을 펼쳤다. 여기에는 불법 활동의 단속과 수사라

[경찰활동의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유형과 특징]
전통적인

불법활동 단속
및 수사

및 감염의심자의 위치 추적과 공공 운집 장소의

비전통적인 경찰활동

경찰활동

자가격리자 및
감염의심자 위치
추적


는 전통적인 경찰활동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
점검이라는 비전통적 경찰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 운집

이러한 경찰의 역할은 기존의 전통적 경찰활동에

장소 점검

서 확장된 영역으로, 위험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한
위험관리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확

자가격리 이탈
시 위치추적 (핸

장된 비범죄적 경찰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민

드폰 위치추적,

들의 위치 정보 추적 논란 및 경찰 본연의 업무
와 재난대응 지원 역할 간의 모순 등 쟁점이 나



마스크 사재기

특정조회 등)



위생물품 판매 

감염의심자 위 

종 교 시

사기

치 추적(기지국·

설, 실내

허위사실 생산

신용카드 사용

운동시설,

및 유포 (명예

기록

조회,

클럽

및

은 중요해질 것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에 따른 예

훼손, 개인정보

CCTV 확인 등)

술집

등

상되는 쟁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찰기관에

유출, 영업방해 

외국인 감염우

점검

등)

려자에 대한 소

구체적 
유형

재파악 (출입국
내역 조회, 고용
조회 등)


기존의 범죄수
사 체계를 활용
해 관련 사건을
처리함



단속 및 수사관
련 통계 및 내용
을 중대본 및 중

특징



이행됨


허위사실의 신
속한 삭제 ‧ 차단
을 타기관에 요
청함



경찰기관 독립적인
경찰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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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져,
경찰기관의 독립적인 경찰활동

수본에 전달


다기관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으로 보기 어려움


경찰이 확보·소유한 정보 전달
이 중요함

타날 수 있다.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기관의 위험관리역할

서는 유형별로 사전에 준비를 하여 발생하는 문
제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PSI

독일의 감염병예방법과 경찰의 대응*1)

국립군산대학교 박 원 규 교수
일의 「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들어가며

(이하 ‘독일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제1항에서는 이 법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코로나19’라고

발견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보

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건 비상상황에 있다. 각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출금지, 집합금지 등

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험방지법, 즉 특별경찰법의 한 영역으로 이해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있다. 이에 과거에는 감염병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기본권 제한들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보건경찰(Gesundheitspolizei)이라고 칭하기도 하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과

으며, 독일 연방행정법원도 감염병예방법의 위험

그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하여 집회금지, 접촉금

방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BVerwGE

지, 마스크 착용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

142, 205 ff.).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또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들의 이행 및 관철을 위
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
는 독일의 감염병예방법 및 독일경찰의 대응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조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감염병예방법의 특수성
감염병예방법이 보건 영역에서의 위험방지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반경찰법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의 개입시점을 전치화

독일의 감염병예방법
1. 감염병예방법의 법적성격

하고 있다. 일반경찰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
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반면 감염병의 경

독일의 경우 1835년 「프로이센 감염병에 관한

우 전파경로, 전염력, 치명률 등 위험성에 대한

위생경찰규칙」, 1900년 「공공에 위험을 야기하

사전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국가가

는 질병의 대응에 관한 법률」, 1905년 「감염병

적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응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예방법은 특별경찰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

법의 한 분야로서 일찍이 논의되어 왔다. 현행 독

염병예방법에서는 구체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 이 글은 본인이 작성한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
에 대한 법적 검토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상
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8권 제2호
(2020)의 주요 내용을 기고문 형식에 맞추어 발췌·수
정하였으며, 특히 독일경찰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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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심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의 개입
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감염병예
방법에서는 이미 병원체에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
게 감염병을 전파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감염

병환자뿐만 아니라 의심환자나 감염의심자에 대
해서도 제30조에 따른 격리조치 등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체적 조치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
병환자, 감염의심자 등 감염병예방법상 책임자를

둘째,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책임자의 범위를 확장

대상으로 한 격리조치 외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

하고 있다. 일반경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상으로 외출금지, 접촉금지, 출입금지, 집합금지,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람에 대

마스크 착용의무 등 다양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

하여 경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람을

다. 독일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 이전에 이

경찰책임자라고 한다. 비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찰

루어지는 ‘예방조치’와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긴급상황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경찰권을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응조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치’를 구별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행해지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감염의심자라고 정의한 후

있는 조치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그 확산

책임자의 범위 내로 포섭하고 있다. 책임자의 범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조치’에

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 수권조

해당한다. 특히 보건행정청은 독일 감염병예방법

항인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밖의 비책

제28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임자, 즉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도 행해질 수 있

들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

다.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조치는 보건당국이

치를 취한다. 제29조의 감시, 제30조의 격리조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염병이 확산되었고, 의

제31조의 직업활동금지가 그것이다. 만약 이러한

료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

조치만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당화될 수 있다.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 수권조항인 제28조 제1

셋째,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행정청의 개입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일반경찰법상 수권조

항에 근거하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항의 경우 대개 재량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

독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외출금지, 접촉금

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

지,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의무 등은 구체적 개별

청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수권조항인 독일 감

며,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도

염병예방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행정청

예를

에게 결정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BayIfSMV)을 통해 행사 및 집회금지, 영업금지,

독일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1항 제1문에서는 환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 특히

자, 의심환자, 감염의심자, 병원체보유자가 확인된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거

경우 관할 보건행정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

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

바이에른 주정부는 독일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

정하고 있다. 행정청에게 개입의무를 부과하고 있

1항 및 주정부의 법규명령 제정권한에 대한 제32

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 및 치명률이

조를 근거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높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국가는 어떠한 방
법으로든 개입하여야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들어

바이에른주는

감염병보호조치명령

이들 조치들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이러한 조치가 행해
졌던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었고, 향후의 전개과정을 전혀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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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법원들은 이러

을 근거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한시적 조치들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전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 영역에서의 비

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퇴거명령

례성 심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

을 하고, 퇴거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져야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달성을 위

구금에 해당하는 경찰관서 등에의 보호조치를 할

하여 필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비례성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여러 사람이

심사에 있어서는 내용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간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최근 밤베르크 경찰은 코로나 파티를 하는 사람

위험상황은 단기간에도 급격히 변화하는바, 행정

들에 대하여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등을 함에 있어서도 한시적으로만 그 효력

에 따르지 않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을 인정하여야 한다.

부과하고,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서는 경찰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였다. 법원은
경찰의 이러한 보호조치를 사후 승인하였다.

독일경찰의 코로나19 대응활동
1. 코로나 방역지침 단속활동

3. 코로나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외출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은 원칙적으로는

악하고, 밀접접촉자들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

보건행정청이 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비

다. 독일의 경우 방역목적의 감시활동은 보건행정

상상황에서는 보건행정청의 인력만으로는 방역지

청에서 전담한다. 경찰은 집행업무 및 법규위반에

침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강제력을 행사하고 수사권

때문에 경찰이 행정응원 및 집행원조 차원에서

을 가진 경찰에게 보건 영역에서의 감시권한까지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방역지침

에른주 감염병보호조치명령에서는 방역지침 준수

준수여부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

여부에 대한 단속을 경찰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

진자 주소를 포함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 필요가

다. 최근 많은 주에서는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

있다. 니더작센주에서는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

크 착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단속

들의 정보를 보건행정청이 경찰에 통보하는 실무

도 대부분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감염

에 대하여 보건행정청과 정보보호담당관 간의 논

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게 명시

쟁이 있었다. 보건행정청은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

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는 목적이 현장 경찰관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면 경찰이 긴급관할

하는 한편, 격리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위

권에 근거하여 개입할 수 있다.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정보보호담당관은
해당 정보는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이

2. 경찰법에 따른 강제력 행사

기 때문에 경찰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하
였다.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단속을

주는 사회부-내무부 공동법규명령을 통해 코로나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

19 확진자 정보의 경찰 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

우 과태료, 벌금 등 사후적 제재와는 별개로 경찰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였다. 이

은 경찰작용법, 즉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외에도 독일에서는 음식점 등에서 작성하는 방문

치안정책연구소

자 명단을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인 역할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형사소송

조치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법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명

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

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

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목적으

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

로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다. PSI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였다.

4. 코로나와 범죄
독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감
소하고 사람들이 주거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
함으로써 폭행, 소매치기, 주택침입절도 등을 포
함한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감소하였다. 반면 온
라인 거래의 증가로 허위쇼핑몰, 마스크 판매 사
기 등 사이버 범죄는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알선, 긴
급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피싱메일도 증가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 현상에 대응하기 위
해 니더작센주 경찰은 2007년부터 운영하던 온라
인경찰서(Online-Wache)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가며
지금까지 독일의 감염병예방법 및 경찰의 코로
나19 대응활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상황으로 인하여 각국
의 보건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전 국가적 보건 비상사태 하에서 경
찰의 역할 또한 강조된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
지라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보건행정청의 관할이
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보건행정
청의 인력 및 자원만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적
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
치안정책연구소

일본의 국제테러 정책 방향
독일 오스나뷔릭 대학교 ZEIS 연구소 객원연구원

들어가며

김 현 우 박사

지역의 테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금 총
약 1,550만 달러의 지원에 의한 국경 관리, 수

일본의 국제테러 정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사·소추 능력, 법 정비 등, 안보리결의 제2178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외무성과 경찰청의 국제테

호2) 등에 따른 국제적인 법적 틀의 실시·강화,

러 정책으로 외무성은 2015년 시리아에서 일본인

다양한 틀을 통한 테러 대책 강화, 재외 일본인의

이 살해되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테

안전 대책 강화를 실행한다. 또한 ② 중동의 안정

러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교상

과 번영을 위한 외교 강화 방안으로 정상·외상

3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찰청은 국제테러

수준의 대화

에 대한 동향을 수집·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

전개, 다양한 커뮤니티 강화, 테러 관련 정보를

하고 있다. 다음은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의 흐름

둘러싼 협력 강화, 아베 총리가 표명한 2억 달러

을 차단하기 위해서 테러 자금원에 대한 대책 역

의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의 확충, 경제 성장의 촉

시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한다는

진에 필요한 지역의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실

관점에서 보면 국제테러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

행한다. 그리고 ③ 과격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과제로서 테러자금의 공여 방지대책이다.

하는 사회 구축 지원 방안으로 인적 교류의 확대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중동 외교의

및 ASEAN과의 연계를 통한 분쟁 국가의 평화 정
착을 위한 지원을 실행한다.

국제테러 정책
1. 외무성
일본은 다음 3가지 범주에서 국제테러의 외교
정책1)을 발표하였다.
(1) 일본의 외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는 2015년 시리아에서 일본인이 살해되는 테러사
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테러에 대한 대처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5년 2월 17일 외교상 3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① 테러 대책
강화, ② 중동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외교 강화,
③ 과격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구축

(2) 일본은 2016년 5월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으
로서 「테러 및 폭력적 과격주의 대책에 관한 G7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문과 3개의 행
동계획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동계획1]은 테
러 대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제연합 안
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② 정보공유와 협력, ③
국경경비, ④ 항공보안, ⑤ 테러 자금 대책, ⑥ 유
물(遺物)의 부정거래, ⑦ 민간부문과의 연계로 구
성되고, [행동계획2]는 사회 내에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촉진, [행동계획3]은 능력 구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 등이 그 지원계획이다. 여기에는 다시 ① 테

(3) 일본은 2016년 9월 ASEAN 정상회의에서

러 대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테러에 굴하지 않는 강력한 아시아」로 나아가

1) 일본 외무성(https://www.mofa.go.jp/mofaj/gaiko/ter
ro/taisaku_0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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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Doc. S/RES/2178(24 September 2014)
3) 일본 외무성(https://www.mofa.go.jp/mofaj/files/000
160500.pdf)

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

법제도적 정책

역에 대한 종합적인 테러 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종
합적인 테러 대책 강화

방안4)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는 테러에 대처

① 테러 대처

하기 위해 금융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치를

능력 향상, ② 테러의 근본 원인인 폭력적 과격주

각국이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

의 대책 및 ③ 평온한 사회 구축을 뒷받침하는

결의는 테러 자금 대책으로서 테러행위를 위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향후 3년간 450억

자금 공여의 범죄화, 테러리스트의 자산 동결, 테

엔 규모로 실시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 2000명의

러리스트에 금융 자산 등의 제공 금지, 테러자금

테러 대책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공여방지조약 등의 테러 방지 관련 조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동 결의의

2. 경찰청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국제테러 대책5)을 수립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였다.

하여 실행하고 있다.
(1) 정보 수집과 수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정
보 수집을 통한 수사의 철저, 국제 협력 추진, 테
러 자금 대책, 조직 체제 강화를 강구한다.
(2) 중요시설 등의 보안 계획을 통해 테러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과 동시에 테러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 생화학 테러에 대응하는 NBC 테러 대응 전문
부대, 총기를 사용한 사안에 대응하는 총기 대책
부대, 납치나 중요 시설 점거 사안 등의 중대한
테러 사건에 대응하는 특수부대(SAT) 등의 체제
강화를 도모한다.
(3) 중대한 테러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연계강화를 통해 비상시의 테러에 대

1.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International
for

the

Suppression

of

the

Convention

Financing

of

Terrorism)은 처음 프랑스에서 기초된 조약 초안
에 근거하여 1999년 채택되고 2002년 발효되었다.
이에 일본은 2002년 3월 12일 국회에 테러자금공
여방지조약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
출하였는데, 동 조약은 4월 18일에 중의원에서 승
인되었고, 5월 17일 참의원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국내 실시 법안도 6월 4일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같은 달 11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
하였다. 일본은 2017년 1월 27일까지 13개의 테러
방지 관련 조약6)을 체결하고 있다.

비하고 있는데, 특히 방위청과 해상보안청과의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테러입국자에 대한 사전 수륙대책을 강화하
는 동시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테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 일본 외무성(https://www.mofa.go.jp/mofaj/files/000
186538.pdf)
5) 일본 경찰청(https://www.npa.go.jp/bureau/security/t
erroris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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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을 제외한 12개의 테러 방지
관련 조약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범죄 기타 특정 행위에 관한 조약(항공기 내 범죄
방지조약 (도쿄조약)), 1963년 성립/1969년 발효
/1970년 체결, 2. 항공기 불법 탈취의 방지에 관한
조약(항공기 불법탈취 방지조약(헤이그조약)), 1970
년 성립/1971년 발효/1971년 체결,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약(민간항
공 불법행위 방지 조약(몬트리올조약)), 1971년 성
립/1973년 발효/1974년 체결, 4. 국제적으로 보호되
는 자 (외교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국가대표 등 범죄방지 처벌조약),
1973년 성립/1977년 발효/1987년 체결, 5. 인질행
위에 관한 국제 협약(인질행위 방지조약), 1979년
성립/1983년 발효/1987년 체결, 6. 핵물질 및 원자
력 시설의 방호에 관한 조약(구 「핵물질의 방호에

2. 국제테러리스트의 재산의 동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본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국제테러리스트의 국내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등
을 근거로 일본이 실시하는 국제테러리스트의 재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알카에다 및 ISIL
관계자 등 396명의 개인 및 94개의 단체 및 다른
테러리스트 등 7명의 개인 및 26개의 단체 등 총
403명의 개인 및 120개의 단체에 대하여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15) PSI

산의 동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国際連合安全保
障理事会決議第千二百六十七号等 を 踏まえ 我が 国

が 実施する国際 テロリストの 財産の 凍結等に関 す
る特別措置法)」을 2014년 11월 19일 제정하여
2015년 10월 5일 시행하였다.7) 지금까지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7호,8) 제1333호,9) 제1390호,10)
제1373호, 제1988호,11) 제1989호,12) 제2253호,13)
제2255호14)를 기반으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 등을
통해 알카에다, 탈레반 관계자 및 기타 테러리스
트 등이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일본은 2020년 9월 15일 기준 안보리 제재
관한 조약」(핵물질 방호조약)), 1980년 성립,
2005년 개정/1987년 발효, 2016년 개정/1988년 체
결, 2014년 개정, 7.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
서 작성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방지
에 관한 조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방지에 관한 의정서
(공항불법행위 방지의정서), 1988년 성립/1989년
발효/1998년 체결, 8. 해양 항해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약(해양 항해 불법행위 방지
조약), 1988년 성립/1992년 발효/1998년 체결, 9.
대륙붕에 소재하는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의 방지에 관한 의정서(대륙붕 플랫폼 불법행위
방지 의정서), 1988년 성립/1992년 발효/1998년 체
결, 10.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 조치에 관
한 조약(플라스틱 폭발물 탐지조약), 1991년 성립
/1998년 발효/1997년 체결, 11. 테러리스트의 폭탄
사용의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 (폭탄테러 방지조약),
1997년 성립/2001년 발효/2001년 체결, 12. 핵에
의한 테러행위의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 (핵테러 방
지조약), 2005년 성립/2007년 발효/2007년 체결
(https://www.mofa.go.jp/mofaj/gaiko/terro/kyoryoku
_04.html).
7) 일본 경찰청(https://www.npa.go.jp/bureau/security/t
errorism/index.html)
8) U.N.Doc. S/RES/1267(15 October 1999)
9) U.N.Doc. S/RES/1333(19 December 2000)
10) U.N.Doc. S/RES/1390(01 January 2002)
11) U.N.Doc. S/RES/1988(17 June 2011)
12) U.N.Doc. S/RES/1969(24 February 2011)
13) U.N.Doc. S/RES/2253(17 December 2015)
14) U.N.Doc. S/RES/2255(21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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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본 외무성(https://www.mofa.go.jp/mofaj/gaiko/te
rro/kyoryoku_05.html)

전남지방경찰청 나주시 빛가람파출소
2020년도 2분기 ‘베스트 파출소’ 선정
전남지방경찰청 나주시 빛가람파출소

경감 김용승

전남청 2분기 베스트 파출소 선정

현장의 목소리

-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 나주서 ‘빛가람파출소’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
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관내는 16개 핵심 공공기관이 이전

함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각종 상권이 형성되고 있고, 신도심 형
성으로 도농 복합형 치안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도시 치안행정을 경
험한 수도권에서 전입하여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로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U-CITY U-방범서비스의 범죄
예방 중심의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실시로 안심치안에
지난 9월 6일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가 전남지방

주력하고 있고, 빛가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

경찰청 소속 207개 지구대·파출소 중 2020년 2분기

는 경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 파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빛가람파

저희 관내 인구는 33,858명으로 인구수가 많

출소에서 김용승 나주서 빛가람파출소장 및 파출소

은 만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많은 치안

경찰관들에게 ‘전남경찰청 2분기 베스트 파출소' 인

과 신고접수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증패와 유공 경찰관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꼼꼼한 업무능력과 활기찬 생활으로 항상 웃

수상에서는 빛가람파출소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음이 넘쳐나는 파출소입니다.

서 언택트 치안홍보활동,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체 치안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시
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
다.

◉ 이번 전남청 ‘베스트 파출소’선정에 대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지역치안

➤ 저희 파출소는 근무경력 30년이상의 베테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주서 빛가람파출

랑 직원들과 방금 시보를 막 뗀 신임순경까지

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2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직원
들의 노력과 단합의 결실로‘베스트 파출소’
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직원 모두가 너무 기뻐
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하고 더
Best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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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유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이 카페를 활용

필요로 하는지 한번 더 고민해보고, 한발 더

하여 각종 범죄예방 정보와 경찰활동 등을 게

앞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주민과 함께하는

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

빛가람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스

◉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대한 불안이 일상화된 현재의 상황을 ‘뉴노멀
(New Normal)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과
비교하여 지역 치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뉴
노멀’시대에 변화한 치안환경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시는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미싱, 보이스피싱예방법 등 무심코 간과할 수
있는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주
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순찰희망장
소를 신청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는 150여건
의 순찰장소를 요청받아 탄력순찰을 실시하였
는데 주민들이 순찰을 요청한 장소에 순찰을
함으로써 주민들도 안심이 되고, 순찰하는 모

➤ 과거 경찰활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수습하거나 신고요청이 있어야 경

습을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기에 좋은 효과
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찰관이 출동하는등의 사후대처의 경향이 많았
다면 앞으로의 경찰활동은 먼저 주민들의 일
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경
찰도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치안
환경 등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민이 무
엇을 필요로 하는지 치안문제를 듣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

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에 책임감을 갖고 주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정착해 나갈 것이며 보다
더 나은 안전확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활동에서 우리 경찰이 매우 중요
◉ 뉴노멀 시대에 모든 사회분야에서 ‘언택트’활
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
역 치안활동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
다. 빛가람파출소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언택트’치안 활동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치안활동이 힘든 이 시기

저희 파출소는 “언택트” 치안활동으로 주민
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주민들을 위
해 스마트한 직원들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접
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빛가람 주민들이 인
터넷 네이버 나주 맘톡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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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종합적인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과의 협조가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지역활동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에 대
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

고 걱정도 많은 시기인 만큼 나주시와 합동으
로 뷔페, 볼링장, PC방등 주민들의 안전을 지
킬수 있도록 고위험 시설 업주 상대로 생활방
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맘톡 게시판을 활용하여 코로나 우울증

극복법 및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물도

➤ 제가 내년을 끝으로 경찰생활을 마무리

수시로 게재하여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코로나

하는 입장에서 베스트파출소 선정이라는 영예

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를 얻어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인

입문하던 초임시절만해도 경찰이 국민들 눈높

데 나주시와 경찰 그리고 나주시민 모두가 한

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

같습니다.

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
찌보면 한국사회의 발전과 함께 한 경찰발전
의 역사도 지켜보게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발
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 또한 자랑스
럽습니다. 남은 경찰생활도 안이함과 편안함
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찰로서의 사명이 뭔지
날마다 새기며 경찰이 더 발전되어가는데 조
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
다.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가 어떤 것인
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남은
경찰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SI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
습니다. 일선에서 치안업무 및 코로나 방역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에게 당
부 및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
두 지쳐 계실 전국의 모든 경찰관분들 항상
최일선에서 나자신을 먼저 지켜 첫 번째로 모
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 뿐만이 아닌 너
와 우리 모든 주변을 생각하여 철저한 생활
방역 수칙으로 코로나 19가 종식되는날까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
로 되돌아가길 소망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경찰관 생활의 포부를 부탁
드립니다. 혹은 앞으로 빛가람파출소의 운영 포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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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 치안정책연구소 개소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치안정책연구소는 2020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치안정책연

▪ 2일차(2020.10.14.)
시간

행사내용

13:50-14:00

방역 실시 및 참석자 안내

14:00-14:20

사회 : 이영식(충남대학교)
발표 : 박순태(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부정거래 관련 사이버 범죄 활동

이번 세미나는 10월 13일‘코로
14:20-15:20

오재훈(람다256)
우상태(NSHC)

‘사이버범죄활동의 정보추적 및
15:20-15:30

네티즌 질의응답 및 휴식
[제2주제] 증거자료 관리를 위한

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와 경찰대응을 주제로 6

자기주권 신원 DID(Decentrilized ID) 적용
사회 : 노희섭(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개 주요 경찰 관련 학술단체 학회장님을 초빙하여

발표 : 레이발데스(퓨처센스 CTO)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프로그램을 참고

추적정보
토론 : 윤철희(치안정책연구소 자율주행포렌식센터)

책방향’을 주제로, 10월 14일
증거자료 관리’를 주제로 양일 간 개최됩니다. 특

기념촬영

[제1주제]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추적

구소 학술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나19 환경과 범죄동향 및 치안정

참석자 소개

(통역:안다미, 퓨처센스 한국지사장)
15:30-16:30

-증거자료 관리를 위한 Decentrilized Identity 구현
토론 : 윤석빈(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하시길 바랍니다. PSI

이강효(한국인터넷진흥원)
강장목(글로벌사이버대)

▪ 1일차(2020.10.13.)
시간

행사내용

13:50-14:00

방역 실시 및 참석자 안내

16:30-16:50

네티즌 질의 응답

16:50-17:00

종합정리 및 폐회

참석자 소개
개회사(치안정책연구소장)
14:00-14:20

환영사(경찰대학장)
기념촬영
[제1주제] 코로나 환경과 범죄동향 및 대응

14:20-15:10

▣ 「치안정책연구」제34권 제3호 발간

축사(경찰청장)

치안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3호가 편집위원회 회의

사회 : 이민식(한국셉티드학회장)

를 통해 13편의 최종 게재 논문을 확정하여 9월 30

발표 : 김혜진(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일자로 발간됩니다. 게재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
토론 : 임창호(한국공공행정학회장)

(www.psi.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PSI

이주락(한국경호경비학회장)
박현호(한국경찰연구학회장)
15:10-15:20

네티즌 질의응답 및 휴식

[제2주제] 언택트 시대 경찰활동의 변화
사회 : 이상훈(한국경찰학회장)

연번

발표(1) : 김용종 총경(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코로나 상황과 경찰대응
15:20-16:40

1

발표(2) : 박재풍(경찰패널연구센터장)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토론 : 오동석(한국경찰법학회장)
박준휘(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3

이동희(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16:40-16:50

네티즌 질의 응답

16:50-17:00

종합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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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게재논문
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
동 분석 :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포털 뉴스 기사 및 사용자
의견 데이터 분석 :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현행 디지털 증거제도의 입법화 방안 연구
인터넷상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용이론과 법률
에 관한 연구

5
6
7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 가해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미국의 가정폭력범죄 의무체포제도에 대한 연구
: 경찰 집행 매뉴얼과 제도 문제점을 중심으로
바디캠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고찰 : 미국의
바디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체계정당성 원리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내

8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가중처벌조항(소위:민식
이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9
10
11
12
13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과정 연구
사회생태학적 요인과 가정폭력에 관한 공간
분석 연구
영국경찰의 주민자치성 검토 : 잉글랜드·웨일
즈 지방을 중심으로
경찰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관한 연구
대테러활동 단계별 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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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논문모집 공고

｢치안정책리뷰｣ 원고 모집 공고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ww.psi.go.kr

□ 학술등재지 논문모집
❍ 발간일 : 2020. 12. 31.

□ 원고모집 안내

❍ 공모 기간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정책 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
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
니다.

- 2020. 9. 24.(목) ∼ 11. 5.(목)
❍ 논문 접수 분야
-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안전,

교통, 안보, 외사, 치안과학 등 경찰 관련 분야
❍ 투고 자격
- 국내·외 대학 강사 및 연구원, 대학원생(학부
생 제외), 경찰 실무경력자 등
❍ 투고방법 : JAMS 시스템
- 저자정보가 삭제된 투고논문 “원문파일”

□ 보내실 내용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치안정책 관련 칼럼
일선 현장의 이야기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공동저자의 경우 모든 저자의 정보 등이 기
재된 ‘치안정책연구 투고신청서’ 첨부
-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첨부
※ 투고논문은 다른 매체 또는 지면(학위논문, 용역과
제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이중
투고는 허용되지 않음.

❍ 문의처
- 치안정책연구소 편집간사 (041-968-2492)
☆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치안정책연구소

□ 보내실곳



e-mail : chajj76@police.go.kr
메신저 등 : 치안정책연구소 차종진 연구관
(041-968-2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