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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President

안녕하십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박남규입니다.
지금 우리는 범죄가 고도화, 지능화되어가는 시대에 대응하여 초동 과학수사에서 부터 최종
재판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법과학>의 기술발전과 감정기법 향상의
필연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 설립 이래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의 슬로건 아래 분초를
다투는 초동 수사의 길잡이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 다수의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법과학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원은 과학수사 감정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현장견학, 중학생들의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을 위한 과학수사 체험교실 운영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힘쓰는
한편, 과학수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내 공공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와 협력하여 과학수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올해에는 기관 내에 <법과학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최고의 법과학 감정인을 양성하는 메카로서의 기능을 탄탄히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과학수사 교육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와 같은 감정과 교육, 연구, 국내외 기술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
수사 위상은 물론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법과학 선도 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충실히 닦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명성과 찬사에 만족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기관이

감사합니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The NFS is committed to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response rapidly to changing crime paradigms in an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arn the public’s trust.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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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가 걸어온 길
연혁 / History of NFS

2016

1955

2016.08.18.

1955.03.25.

KOLAS 법과학 시험분야 숙련도시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내무부 소속기관)
1963.08.25.

2015

청운동 청사 이전(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1977.02.20.

2000

의주로 청사 이전(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00.07.01.

1980.04.01.
거짓말탐지 감정 업무 수행
1986.09.01.
신월동 청사 신축 이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전남 장선군 남면)

2010
2010.08.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2002.04.15.

2011.04.11.

집단사망자관리단(DKMORT) 발족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 신규인정 획득

2004.08.27.

(모발 중 메스암페타민/암페타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2011.10.20.

신규인정 획득(DNA 및 마약분야)

남부분원 이전 신축 개원

2005.11.2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동부분소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2012.05.17.

2006.01.01.

KOLAS 숙련도시험운영기관

2019
2019.07.03.
제주출장소 개소(제주 제주시 영평동)

2014
2014.10.12.~10.18.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

신규인정 획득(법과학시험 분야)

(World Forensic Festival 2014)

2012.07.13.
연구기획과 신설

1990
1993.03.16.
남부분소 개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997.06.27.
서부분소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1999.01.01.
영상계측 및 CCTV 분석 감정 업무 개시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청사 개청

국제과학수사박람회 개최

마약분석과 국제 마약 기준실험실로 지정

1987.07.01.
성문분석 개인식별 업무 개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2015.05.27.

2001.06.20.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2018.11.02.
중앙법의학센터 개청

설립 60주년

2000.09.05.

1980

2017.11.02.

2015.03.25.

화재감정 업무 개시

중부분소 개소(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2018

2017

운영기관 추가 지정(문서, 디지털)

2013

2020

2013.11.18.

2020.02.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이전 개원 및

법의학부 신설

조직 개편(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20.04.13.

2013.12.11.

법과학교육센터 신설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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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현황

미션 및 비전 / Mission & Vision

Organizational Structure

01 기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우리는 국민에게 최고품질의

미션

비전

Mission

Vision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의 신뢰로
세계를 선도하는 법과학기관

We offer the highest
quality of forensic services
to the public

World’s leading forensic
institute built on the trust
of the public

3부

3 Departments

11과

전문성 | Expertise

11 Divisions

법과학부

법공학부

Forensic Science

Forensic Engineering

행정지원과

검시과

유전자과

안전과

연구기획과

법의검사과

독성학과

디지털과

법과학교육센터

화학과

교통과

Administration Support
Division

Research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표준화 및 미래기술 선도

법의학부
Forensic Medicine

Leading in standardization and
future technologies

Postmortem
Investigation Division

Forensic DNA
Division

Forensic Medical
Examination Division

Forensic Safety
Division

Forensic Toxicology
Division

Forensic Science
Training Center

Forensic Chemistry
Division

Digital Analysis
Division

Traffic Accident
Analysis Division

5지방연구소

5 Local Institutes

원칙 | Principles
투명•정확•신속

핵심가치
Core values

Transparency • Accuracy •
Promptness

신뢰 | Reliability

서울과학수사연구소
Seoul Institute

경영혁신
Management innovation

1출장소

1 Branch office

비전목표 Vision objectives

대구
과학수사
연구소

광주
과학수사
연구소

대전
과학수사
연구소

Busan
Institute

Daegu
Institute

Gwangju
Institute

Daejeon
Institute

제주출장소
Jeju Office

02 인 력 | 정원 454명 (2020.10.01 기준)

고품격 감정체계 확립

세계 과학수사 선도

국민신뢰•구성원 행복•고객감동

Establishment of a
high quality forensic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A world leader
in forensic science

Trust from the public,
Happiness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Satisfaction of clients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
과학수사
연구소

행정부서

행정직 68 / 경찰 8 / 연구직 2

법의학부

의무직 53 / 연구직 67 / 행정직 3

법과학부

연구직 173 / 행정직 2

법공학부

연구직 77 / 행정직 1

78
123
17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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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s and Local Institute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tional Forensic Service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원을 중심으로 5개의 지방연구소와
1개의 출장소로 대한민국 전 지역의 감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

Seoul Institute

설치일
2013년 11월 18일
소재지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9
조직현황 행정운영과 / 법의학과 / 유전자분석과 /
독성화학과 / 이공학과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설치일
2013년 12월 11일
소재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호국로 33-14
조직현황 행정운영과 / 법의학과 / 유전자분석과 /
독성화학과 / 이공학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Busan Institute
설치일/이전일 1993년 3월 16일 / 2011년 10월 20일
소재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50
조직현황 행정운영과 / 법의학과 / 유전자분석과 /
독성화학과 / 이공학과

Gwangju Institute

설치일
1997년 6월 27일 / 2017년 11월 2일
소재지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15
조직현황 행정운영과 / 법의학과 / 유전자분석과 /
독성화학과 / 이공학과

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Daegu Institute

Daejeon Institute

설치일
2000년 9월 5일
소재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24
조직현황 행정운영과 / 법의학과 / 유전자분석과 /
독성화학과 / 이공학과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설치일/이전일 1955년 3월 25일 / 2013년 11월 18일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입춘로 10
조직현황 행정지원과 / 연구기획과 / 검시과 /
법의검사과 / 법과학교육센터 / 유전자과 /
독성학과 / 화학과 / 안전과 / 디지털과 /
교통과

제주출장소 Jeju Office
설치일
2019년 7월 3일
소재지
제주 제주시 첨단로 221
조직현황 운영지원팀 / 유전자분석실 / 법안전실 /
교통사고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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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과

Postmortem Investigation
Division

감춰진 죽음의 진실을 밝힙니다
The department that reveals the truth behind death

부검 및 검안

05 행정부서

06 추진성과

검시과는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시행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법치의학 및 법의
인류학적 감정을 실시하여 사인 및 개인 식별을 신속하게 규명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Postmortem Investigation Division is in charge of forensic investigation and postmortem
examination of a body after death and performs forensic odontologic examination and
forensic anthropologic examination for immediate identification of causes of death.

변사자 사인과 사망의 종류에 대한 과학적 규명

Autopsy and forensic investigation

법치의학 및 법의인류학 감정

개인식별 항목 분석을 통한 신원확인

재난희생자신원확인팀
(K-DVI) 참여

국내·외 대형재난사고 시 희생자 관리 및 개인 식별 수행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지리적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지역법의관사무소 설치

Forensic odontologic examination &
Forensic anthropologic examination

Member of Korea DVI(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team

법의학부

Operation of regional offices

(서울대학교 / 카톨릭대학교 / 고려대학교)

Forensic Medicine Department

검시과

Postmortem Investigation Division

법의검사과

Forensic Medical Examination Division

N A T I O N A L
F O R E N S I C
S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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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소개

법의검사과

Forensic Medical
Examination Division

법의 영상 감정

02 법의학부

03 법과학부

법의검사과는 법의학적 증거물을 토대로 영상, 병리, 진단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범죄 정보 수집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orensic Medical Examination Division conducts forensic imaging analysis, pathological
and diagnostic tests on specimens collected during a postmortem examination. The
division also conducts psychological analysis to collect crime-related information and
research related to the field of forensic psychology to prevent crimes as request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컴퓨터단층촬영(MDCT) 등 영상의학기기를 이용한 법의 영상 감정

Forensic medical imaging evaluation

사후인체응용검사의학업무

법의병리, 분자 및 면역병리 등 사후인체유래물을 이용한 법의학적 감정

생물안전관리

감염병 유행 시 부검대응을 위한 국내최초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04
법과학부
법공학부

사후컴퓨터
단층촬영장치
Postmortem Computed
Tomography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Biosafety Level 3

05
법공학부
행정부서

06
추진성과
추진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후컴퓨터단층촬영장치(PMCT)는 국내 유일의 시신용 다중검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며, 현재 본원 뿐만 아니라 서울 및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설치되어
사인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신을 대상으로
사후혈관조영술(PMCTA)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타살사건 및 미세한 출혈
부위 파악 등 심혈관계 사인 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은 국내 최초 시신을 대상으로 음압부검이
가능한 부검시설이며, 2019년 11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코로나와 같이 국내·외 감염병 유행 시 감염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MDCT)
등 영상의학기기를 이용한 법의 영상 감정 변사자의 사망원인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mortem forensics and tests applied
to a body after death

Management of biological safety

진술의 진위 분석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한 심리생리검사, 뇌파검사 및 진술분석

Analysis of the authenticity of statement

심리평가 및 심리부검

성격, 지능, 인지 및 정서 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자살 심리과정 추론

Psychological evaluation and psychological autopsy

법최면·법인지검사 및 몽타주 작성

기억 회상을 돕기 위한 법최면·법인지 검사 및 몽타주 작성

범죄분석

범죄 동기 및 범죄 환경 분석,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Forensic hypnosis and forensic cognitive tests;
creation of facial composites

Criminal analysis
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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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소개

02 법의학부

03 법과학부

04 법공학부

03

유전자과

Forensic DNA Division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밝힙니다
The department that reveals the invisible truth

05 행정부서

06 교육운영

유전자과는 각종 범죄 및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DNA를 이용한 개인식별 감정을 수행하고,
국가 DNA DB와 실종아동 DB를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대량재난사고 및 과거사 관련
희생자에 대한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Forensic DNA Division conducts DNA analysis to identify individual identification to
solve criminal cases and cold cases. The division is responsible for operating the ‘national
DNA database’ and ‘missing children databas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also
performs human identification of mass disaster victims and historical crime victims.

법과학부
Forensic Science Department

유전자과

Forensic DNA Division

독성학과

Forensic Toxicology Division

화학과

유전자 분석

Forensic Chemistry Division

강력사건(살인, 강도), 성폭행 및 절도 사건 등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

DNA analysis of crime scene evidences

신원확인

신원불상 변사자 및 대량재난사고 희생자 DNA 신원확인

Human identification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희생자 DNA 신원확인

실종아동 등 DB 운영

실종아동, 치매노인 등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검색 및 관리

Management of missing children database

독립유공자 후손 등 DNA 신원확인

법생물 감정

동·식물, 미생물 종 식별 및 개체 식별 / 유전자를 이용한 ABO혈액형 분석

DNA신원확인정보 DB 운영

범죄현장 증거물 및 구속피의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검색 및 관리

N A T I O N A L

Management of national DNA database
(DIMS)

F O R E N S I C

DNA 품질관리

미제사건에 대한 DNA 재분석 및 잔량 품질관리

Forensic biology for non-human samples

S

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

R

V

I

C

Quality control

E

NATIONAL FORENSIC SERVICE 19

01 기관소개

독성학과

Forensic Toxicology
Division

02 법의학부

03 법과학부

04 법공학부

06 교육운영

독성학과는 약독물 관련 사건사고의 해결을 위한 각종 생체시료, 의약품, 독극물 등에서
약독물을 분석하고, 소변, 모발, 압수마약 등에서 마약, 규제물질, 환각물질 등의 감정을
수행하며 부정불량식품 감정을 통해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Forensic Toxicology Division provides a full spectrum of forensic toxicology services,
including the detection of medicinal drugs and poisons in forensic specimen, the analysis
of biological fluids and hair samples for drug abuse, identification of seized illicit drugs
and food authenticity and adulteration testing to aid legal investigation.

화학과
사후 약독물 감정

05 행정부서

약독물과 관련된 변사사건의 생체시료, 유류품 등에서 의약품, 독극물, 농약류, 천연독 등 분석

Forensic Chemistry
Division

Postmortem forensic toxicology

법임상독성 감정

성충동 약물치료자 시료 감정, 공무원임용 금지약물, 병역면탈을 위한 약물사용 여부 감정

범죄이용 약물 감정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사기, 강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감정

부정 식품 및 식품중 유해물질 감정

부정·불량식품, 식품위조, 원산지 판별 등 식품 관련 사건 감정

화학과는 살인·폭행·자살 등의 변사사건, 폭발·누출·테러·중독 등의 화학물질사고, 음주·성범죄·
사기협박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화학성분 감정을 통해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Forensic Chemistry Division provides scientific support to law enforcement with the stateof-the-art analytical techniques. The goal is to contribute the identific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the reconstruction of crime scene in different cases, such as murders,
assaults, suicides, explosion, chemical leaking, terror, addiction, etc. The division also
conduct the analysis of biological evidences in the case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DUIA), sexual assault cases, and alcohol/disease related death cases.

Human performance forensic toxicology

Drug analysis in drug facilitated crimes(DFC)

화학적지문 감정

동위원소, 미량성분 프로파일링을 통한 동일성 판별, 진위여부 및 기원지(원산지) 추적

휘발성물질(인화성물질) 감정

화재, 폭발, 누출사고에서 휘발성 위험물 성분 감정

메트암페타민의 순도·원산지·합성법 추정, 동일성 여부, 유연관계 분석 등의 감정 및 연구

음주/성범죄/변사체 화학감정

생체시료에서 알코올 및 알코올 대사체, 케톤체 등 감정

접착제류, 신나, 도료, 연료 및 남용자 생체시료에서 환각물질의 감정 및 연구

유해화학물질 감정

화공약품, 유해가스, 유해중금속, 환경오염물질 등 감정

생체시료 및 압수품 중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의 감정 및 연구

Narcotics/illicit drugs analysis

신종마약류 감정

합성대마, 합성오피오이드, 펜에틸아민류 등 최근 남용되는 신종 마약류 감정 및 연구

Novel psychoactive substances(NPS) analysis

메트암페타민 프로파일링
Methamphetamine profiling

환각물질 감정

Hallucinogens analysis

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에 유류된 미세증거물(섬유, 페인트, 유리, 토양 등)의 감정

Trace evidence analysis

Food fraud and hazardous ingredients analysis in food

마약류/불법 남용약물 감정

미세증거물 분석

Chemical fingerprinting (multi-elements
and isotopes) analysis

Fire debris and inflammable substances
analysis

DUIA/Biomarkers for alcohol consumption
and diseases

Hazardous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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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소개

02 법의학부

03 법과학부

04 법공학부

04

안전과

Forensic Safety
Division

남겨진 흔적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The department that reveals the truth from traces

05 행정부서

06 교육운영

안전과는 이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사고 해석과 관련된 감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화재·폭발·추락·붕괴·질식사고 등 사고해석 감정과 흔적·혈흔형태분석·총기·사제폭발물 등
형사범죄 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orensic Safety Division analyzes and interprets incidents or accidents based on physics
and engineering knowledge. The division is in charge of evaluation of criminal cases
involving trace evidence, blood traces, firearms and homemade explosives,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of cases involving arson, explosion, falling, collapse of structures and
asphyxiation.

화재 및 방화

화재 현장 조사 및 현장 수거물 감정을 통하여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분석

안전사고

안전사고 현장 조사 및 현장 수거물 감정을 통하여 사고 원인 규명

Fires and arson

Safety accidents

흔적

공구흔, 흉기흔, 지문, 족적 등 흔적 감정 /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한 현장 재구성

총기·폭발

총기, 화약, 폭발물 및 화학적 폭발 감정을 통한 사고 원인 분석

Traces

Firearms and explosion

법공학부
Forensic Engineering Department

안전과

Forensic Safety Division

디지털과

Digital Analysis Division

교통과

Traffic Accident Analysis Division

N A T I O N A L
F O R E N S I 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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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소개

02 법의학부

03 법과학부

04 법공학부

교통과

Traffic Accident
Analysis Division

교통사고 해석

05 행정부서

06 교육운영

교통과는 이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해석, 차량결함 검사, 교통범죄 분석, 도주차량
식별을 담당하는 부서로 사고해석 프로그램과 감정 장비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Traffic Accident Analysis Division is in charge of traffic accidents analysis, vehicle defect
inspection, traffic fraud crime analysis and vehicle identification in hit-and-run cases
based on scientific and engineering knowledge using accident analysis programs and
equipment.

교통사고의 역학적인 해석과 사고 재현 시뮬레이션,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Traffic accident analysis

차량결함 검사

급발진 사고, 제동, 조향 및 엔진 등 차량결함에 대한 감정

교통범죄 분석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교통사고의 위장 및 허위 여부, 고의 살인 여부 등에 대한 감정

도주차량 식별

보행자 충돌 및 역과 여부, 차 대 차 충격여부, 현장 유류물 및 흔적, 현출 등에 대한 감정

Vehicle defect inspection

Traffic fraud crime analysis

디지털과
Digital Analysis
Division

문서 감정

디지털과는 디지털포렌식·영상·음성·디지털 생체 정보·문서·미술품·문화재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업무와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여 국내·외

Identification of vehicles in
hit-and-run cases

감정기관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igital Analysis Division conducts research and analysis involving digital forensics,
videos, audios, digital biological data, documents, artwork and cultural assets, as well as
authentication of digital evidence. The division also provides proficiency tests to ensure
competenc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ensic institutes.

필적, 인영 동일여부 및 위변조 등의 감정

Questioned documents analysis

지능형 위변조 감정

문서, 유가증권, 화폐 등의 위변조 여부 및 미술품, 문화재 등의 진위여부 감정

디지털 포렌식

각종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정보 복원, 복구 및 분석에 대한 감정

Evaluation of authenticity and
identification of counterfeit items

Digital forensics

디지털 증거물 인증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 운영, 동영상·사진 위변조에 대한 감정

Digital media authentication

영상 분석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각종 영상물의 화질개선 및 판독 등에 대한 감정

Image analysis

생체인식 연구

영상물 내 인물 및 물체에 대한 2D·3D 계측 및 분석(동일 여부) 감정

Biometric analysis and image comparison

오디오/미디어 감정

음성에 대한 동일인 여부, 편집여부, 음질개선, 음원 추정 및 피사체 거동 분석

Audio forensics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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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공학부

05

행정지원과

Administration Support
Division

05 행정부서

06 추진성과

행정지원과는 기관운영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인사·서무팀, 경리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정증거물 접수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청사 방호, 환경 관리업무를 담당
합니다. 최상의 감정·연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에 맞는 행정 업무 처리, 효율적인
예산 사용, 감정에 매진할 수 있는 청사 시설·환경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dministration Support Division consists of the HR team, general affairs team, accounting
team and facilities management team, as well as a reception office for efficient forensic
sample handling. The division is also in charge of the overall facilities operations and security.
To create healthy and positive work environment, the division offers administrative support,
efficient allocation of the budget, and facilities maintenance.

인사 Human Resources

연구원 내 공무원·비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 / 연구원 감정관 및 감정지원인력 채용

서무 General affairs

기관운영지원 및 주요 회의·행사 총괄 / 직원 후생복지 및 민원 업무 처리

경리 Accounting

예산 집행 및 급여 지급 / 연구원 내 계약 총괄 및 결산

시설 Facilities management

감정기반 시설 확충과 개선 / 감정기반 부대시설 등의 지원

행정부서
Administration & Planning

연구기획과

행정지원과

Research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Administration Support Division

연구기획과
Research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조직·정원

연구기획과는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정원, 예산, 기관성과, 홍보
업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기법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연구원의
정보화와 국제공인기관 인증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search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establishes th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and sets aside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number
of personnel, budget planning and the monitoring of budget implementation accordingly.
It also overseas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PR. By managing all national researches,
innovations from forensic 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R&D) are bringing new
techniques to crime solving and increasing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forensic testing.
Through improvement information network and digital capabilities of the NFS and the
management of accreditations from international accreditation bodies, the division offers
high quality forensic analysis services.

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내부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Organization and personnel

예산·성과

예산편성 및 배정 관리 / 원내 조직성과평가 /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연구과제 관리 및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개정 / 연구 성과물 관리

정보화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개발·유지보수

Budge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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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network and digital
capabilities

01 기관소개

02 법의학부

03 법과학부

04 법공학부

06

법과학교육센터
Forensic Science Training
Center

국과수의 미래를 밝힙니다
Securing a bright future for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교육

05 행정부서

06 교육운영

법과학교육센터는 감정관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과 경찰·군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선진 법과학시스템 전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를 수행하며, 국·내외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Forensic Science Training Center(FSTC) provides internal training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NFS officials and external training to improv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military. The FSTC also carries out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to share the advanced forensic science systems of Korea with other
countries, and has established a cooperative network with domestic and foreign-related
organizations.

법과학교육과정, 직장 및 직원 교육, 과학수사체험교실 운영, 외부강사 관리

Training

견학

관련 전공학과 대학생, 유관기관, 해외연수생 대상 시설견학

Field visits

공적개발원조(ODA)

KOICA 등 무상원조개발사업, EDCF 등 유상원조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외협력

교육운영

국·내외 업무 유관기관과 비구속성 약정(MOU)체결, 국제협력 추진

International cooperation

Training Services

법과학교육센터

Forensic Science Training Center

교육 운영 현황
Training and Courses

N A T I O N A L
F O R E N S I C
S

2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

R

V

I

C

E

NATIONAL FORENSIC SERVICE 29

01 기관소개

02 법의학부

03 법과학부

04 법공학부

교육 운영 현황

05 행정부서

06 교육운영

Training and Courses

법과학
전문교육과정

Specialized forensic science
training course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군 등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별로 특화된 교육을 통해 과학수사 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수사관의 실무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Specialized training is offered to official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military to respond to crimes that are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in
recent times. The training courses are specially designed to address the individual needs of
trainees and officials to strengthen their expertise and better develop problem-solving skills in
the field.

과학수사
체험교실

Forensic Science
Experience Class

2019년 기준

법과학교육

체험교실

법과학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감정기법을 대상별 교과과정 수준에 맞추어 체험·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유학기제 제도와 연계 운영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여,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orensic Science Experience Class is offered to assist students in developing their skills and
knowledge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and provides opportunities to have practical forensic
analysis experiences through hands-on activities designed to specify the target age group.
Registrations for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 class are to be submitted via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gram called Free(flexible) Semester Program. The class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for students considering a career related to forensic science.

참여방법 등 안내
01 신청방법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에서 진로체험담당자가 교육부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를

32

회

자체 : 14회 | 위탁 : 18회

자체교육

Specially designed training courses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위탁교육

Outsourced training courses

3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698

명

자체 : 560명 | 위탁 : 1,138명(연인원)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20

→접수는 학교 단위로만 승인하며, 학생 개인 신청은 불가

02 참가비 및 인원
체험료 무료, 회당 모집인원 30명 이내

03 운영내용
연구원 소개, 유전자·법의학·디지털 분야 과학수사 실습체험
및 시설견학 등

회

526명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대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생의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언론인 등 외부기관과 협업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교과목, 일정 등
기관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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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연구개발사업
Research and Development

2019년 기준

R&D 예산(백만원)

NFS Accomplishments

5,943

2016
2017
2018
2019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2016

Research and Development

특허 실적

숫자로 보는 국과수
Statistics of NFS

세계를 선도하는 국과수

NFS, the World's Leading Forensic Institu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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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1

93

'16-'19년 누적

논문명
Massively parallel sequencing of the entire control region and targeted coding region SNPs of degraded mtDNA using a simplified
library preparation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7

39
36

학술지명

Genes&Genomics

국과수의 발자취

38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Genetic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Genetics
Cance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Crystengcomm

Patents of NFS

Major Achievements of NFS

논문게재건수(SCI(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SCI급 논문

추진성과

수행과제수

Budget(Million Won)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Human Genetics
Clincal Toxicology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Genetic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Gen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Scientific report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Chemosphere
Chemosphere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Gen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Investigation into the sequence structure of 23 Y chromosomal STR loci using massively parallel sequencing
Inhibiting DX2-p14/ARF Interaction Exerts Antitumor Effects in Lung Cancer and Delays Tumor Progression
Identification of Korean-specific SNP markers from whole-exome sequencing data
Macrocyclic isomer-dependent supramolecular silver(I) complexes via endo/exo-coordination modes: a tetranuclear
bis(macrocycle) complex vs. a 2D coordination polymer
Forensic and population genetic analyses of the GlobalFiler STR loci in the Mongolian population
Estimation of stature from femur length measured using computed tomography after the analysis of three-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femur bone in Korean cadavers femur length measrued using computed tomography after the analysis of threedimensional charateristics of femur bones in Korean cadavers
Evaluation of forensic genetic parameters of 12 STR loci in the Korean population using the Investigator Hdplex kit
Revisiting the male genetic landscape of China: a multi-center study of almost 38,000 Y-STR haplotypes
Relationship between blood toxin level and clinical features in patients with grayanotoxin poisoning? six clinical cases
Simple and rapid identification of saliva by detection of oral streptococci using direct polymerase chain reaction combined with an
immunochromatographic strip
Enhanced sensitivity of CpG island search and primer design based on predicted CpG island position
Identification of female-specific blood stains using a 17β-estradiol-targeted aptamer-based sensor
Rapid oral bacteria detection based on real-time PCR for the forensic identification of saliva
Reliability verification of vehicle speed estimate method in forensic videos
Spatial distribution of elements in the soil, vegetation and litter in a cool temperate ecosystem, South Korea
Trends of major, minor and rare earth elements in decomposing litter in a cool temperate ecosystem, South Korea
Mitochondrial DNA screening by melting curve analysis using peptide nucleic acid probes
Ancestry informative marker (AIMs) of Korean and other East Asian and South East Asian population
Development and forensic validation of human genomic DNA quantification kit

특허 실적
Patents of NFS

국내 특허 Domestic Patents
특허번호

특허명

10-2102479

다이엑스 튜브 어셈블리 및 이를 이용한 디엔에이 정제 방법

10-2065337

특허번호

특허명

10-1885065

비조화비를 이용하여 대상체의 이동 정보를
측정하는 장치 및 방법

음향 분석을 활용한 횡방향 그루빙이 형성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속도 추정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10-1850707

숨김 정보 검사 자료 획득 방법

10-2063608

텔레스코핑 기구를 가지는 크레인

10-1850708

여성 특이적인 혈흔 검출용 앱타머 센서

10-2063603

추락 방지 기능을 가지는 호이스트 승강기

10-2053922

오염요소를 제거한 법과학 증거물 촬영시스템

10-1845331

음향 분석을 활용한 사고 기록 장치의 기록 시점 확인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윤곽혈흔의 생성 시간을 산출하는 전자 장치,
혈흔 생성 시간 산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하
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10-1834786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위조지폐 감별 장치 및 방법

10-2050721

10-1834796

무결성 입증 가능한 차량 번호판 식별 방법

10-2040282

리얼타임 PCR을 이용한 인간 게놈 DNA 정량 방법 및 키트

10-1834791

10-2022722

서버 장치, 사고 차량의 구조 정보를 차종 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합성곱신경망을 이용한 주자본과 목판본의 분류 정보
제공 방법

10-1824099

지폐 위조 방지 시스템 및 위조지폐 경보 시스템

10-2019047

영상 내 차량 속도 추정 장치 및 방법

10-1817108

10-2001037

앱타머 센서를 이용한 여성 특이적인 혈흔 검출장치

리얼타임 ＰＣＲ을 이용한 장출혈성 대장균 및 시겔라
디젠테리 검사 키트 및 방법

10-1817112

디엔에이 정제를 위한 다이엑스 튜브 어셈블리

10-1817107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하는 참홍어의 동정 방법

10-1996837

프라이머를 이용한 래더 제작방법

10-1996839

모세관 전기영동을 이용한 D1S80 VNTR 분석방법

10-1973364

교육용 배터리의 외부 단락 특성 시각화 장치 및 방법

10-1812089

혈흔 구별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10-1970300

비산혈흔의 충돌 각도를 산출하는 전자 장치,
비산혈흔 충돌 각도 산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10-1793919

정전기 발생 시각화 장치

10-1793917

교육용 아크발생 비교장치

10-1791408

감정물 촬영시스템

10-1781359

족흔 검색 자료 제공 방법

10-1781358

디지털 영상 내의 얼굴 인식을 통한 개인 식별 시스템
및 방법

10-1781351

위변조 여권 검사 방법 및 그 기록매체

10-1781361

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식별 방법

10-1781353

무결성 디지털 녹취 파일 생성 방법

10-1779183

교육용 모터 구속 시각화 장치

10-1779186

교육용 연면방전 시각화장치

10-1779184

부탄가스 폭발 시각화장치

10-1767380

족적 조회 방법 및 시스템

10-1764774

사진이 구비된 보고서 작성 시스템 및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0-1764777

교육용 차단기 특성 시각화 장치

10-1963323

차량의 속도 추정 방법 및 시스템

10-1961148

간이용 숨김 정보 검사 자료 획득 장치

10-1959538

CpG 아일랜드 예측 및 프라이머 제작을 위한
파이프라인 방법

10-1953110

배터리의 폭발 비산거리 측정 장치 및 측정 방법

10-1953111

교육용 배터리의 충방전 특성 시각화 장치

10-1940286

완도호랑가시나무의 모계 식별용 프라이머 세트 및 이의
용도

10-1938712

블리더 밸브를 이용한 브레이크 결함 검사 방법 및 블리더
밸브를 이용한 브레이크 결함 검사 장치

10-1934443

합성곱신경망과 이미지 추출을 이용한 주자본과 목판본
의 분류 정보 제공 방법

10-1934444

문서 및 유가증권의 무결성 데이터 관리방법

10-1934445

음성신호의 비식별화를 위한 암호화시스템

10-1920872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마이크로하플로타입
분석 방법

10-1913752

잠재 충격흔 현출용 가열장치

10-1886043

가스연소기기 동작특성 시각화장치

10-1886043

가스연소기기 동작특성 시각화장치

10-1885066

공구흔 분석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10-1885066

공구흔 분석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3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외 특허 International Patents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번호

특허명

US 9436551

Method For Codec-Based Recovery of A Video
Using A Cluster Search

US 10444139

Method and apparatus for discriminating between
bloodstains, and computer program for executing
the method

US 9536162

Method for detecting an invisible mark on a card

US 10337055

Method for analyzing SNPs of mitochondrial DNA
using PNA probes and melting curve analysis

JP 6321757

Primer set for preparation of NGS library and
method and kit for making NGS library using the
same

US 10329616

Primer set for preparation of NGS library and
method and kit for making NGS library using the
same

US 10460200

Apparatus and method of analyzing tool trace, and
computer program for executing the method

US 10627416

Aptasensor for detecting female-specific trace of
blood and detection apparatus using the same

특허 및 국유특허 등록

공무원 발명자

유 : 공동명의

직무발명신고

직무발명 승계

무 : 국가명의

공동발명

발명자

발명기관장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보상금

국유특허
등록통보
특허청(등록과)

국유특허
등록요청

특허완료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심사 후
특허결정

특허청 (출원과,심사과)

국유특허의 사용

|유상|
실시료 납부

|무상|
수탁기관 대신
특허청이 대응
계약신청

의견문의

서류확인

계약체결

정산서 제출

실시자 → 수탁기관

수탁기관 → 발명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 실시자

실시자 → 수탁기관

실시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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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의 발자취
Major Achievements

of NFS

2000

2008.09.

년대

중국어선 단속 중 박경조 경위 사망사건, 영상
물 개선으로 피의자 확정

Major Achievements of NFS

국과수의 발자취

2009.01.
용산 재개발 화재사건, 화재원인 분석 및 사인

2006.03.

규명

2010.03.

정남규 연쇄살인사건 사인규명 및 신원확인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 조사단 참여

2002.04.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신원확인

1990

년대

2009.01.
2006.08.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CCTV 및 DNA 감정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 DNA 감정

2010.12.
1992.03.
강간사건 최초의 유전자 감식 적용
(의정부경찰서)

쥐 식빵자작극 사건 감정

2008.01.

1996.10.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원인분석 및 신원확인

소련주재 영사 독침 사망사건 사인규명

2003.02.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화재원인 분석 및
신원확인

2011.02.

2008.02.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DNA 감정 및 총기발사

안양 어린이(혜진, 예슬) 실종사건, DNA 감정

재구성

을 통해 범인 검거

2009.11.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사건 화재원인 규명

1995.04.

1997.08.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원인규명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신원확인

2010

년대

2004.08.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사인규명 및 신원확인

2008.02.

2011.03.

숭례문 방화사건 화재원인 분석

유명연예인 장*연 사건관련 필적감정

2011.04.
태백 주유소 충돌 대형 교통사고 원인규명

1995.06.

1999.06.

2004.1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신원확인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원인감정 및 신원확인

동남아 쓰나미 재해 신원확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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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2010.02.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현장 재구성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김길태) 사인 규명

2012.04.
조선족 오원춘(우위안준) 토막살인 사건 DNA
감정을 통해 범인검거

2012.07.

2014.11.

2016.03.

2017.06.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 DNA 감정을 통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DNA 감정을

청송 마을회관 메소밀 농약사건 화학적

세월호 관련 기록물 복원

범인검거

통해 범인검거

지문으로 사건 해결

2020

년대

2015.02.
화성 시신없는 육절기 살인사건 DNA 감정을

2018.12.

통해 범인검거

강릉 펜션 보일러가스 누출 사망사고
(3명 사망, 7명 부상)

2015.03.
2013.06.

강화 캠핑장 화재 원인규명

2016.05.
조성호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DNA 감정

100억원 변조수표 사건 일련번호 변조 규명

2017.12.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원인규명 및 DNA
신원확인

2019.04.

2020.01.

유명연예인 박** 마약 투약 사건

동해 펜션 폭발사고 원인규명

-체모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

2015.06.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원고 원본 진위여부 감정

2015.08.
구파발 경찰관 총기 사망 사고 원인규명

2016.06.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원인규명

2013.09.
마디모 시뮬레이션으로 보험사기 해결

2015.09.
돌고래호 전복사건 원인규명

2016.08.

2018.01.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원인규명 및 DNA

2020.03.

신원 확인

실종된 딸 31년 만에 DNA 검사 통해 확인

진해 잠수정 폭발사고 폭발 원인규명

2019.04.

2016.10.

긴급 검안 및 2명 부검(2명 사망)

강원도 속초, 고성 화재 및 강품 관련 사망

2015.12.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 원인규명(낙뢰)

2014.02.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원인규명

2016.01.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신원확인 및
원인규명

2016.10.

2018.01.

필리핀 교민 총격 사망사건 현지 지원 감정

윤봉길의사 위작 유묵 감정

인천공항 폭발물 사건 아랍어 번역기록,

2019.05.
고*정 전 남편 살해사건 DNA 감정 및 혈흔
분석(졸피뎀 성분 검출)
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심리생리 검사

폭발물 제작 검색 기록 등 확보

2018.03.

2020.04.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26명 긴급검
안 및 18명 부검(38명 사망, 10명 부상)

고성군 산불화재 원인규명

2014.04.
세월호 침몰사건 신원확인 및 유*언 신원확인

2014.07.
숭례문 단청복원 천연재료 진위여부 감정

2016.12.

2014.10.

2017.05.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원인규명
(사망 16명, 부상 11명)

광주 5·18 관련 전일빌딩 총탄 흔적 감정

2016.01.

대량의 음성 분석 기법(목소리 DB)을 통한

2018.12.

이우환 화백 그림 위작 여부 감정

보이스피싱 조직 증거확보

강릉 KTX 열차 탈선 사고 원인규명

2019.07.~12.

2020.07.

이*재 연쇄살인사건

경기도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화재사고

DNA 정밀 재감정을 통해 검거

원인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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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국과수
Statistics of NFS

최근 5년간 감정통계

(단위:건)
(Unit: Cases)

Total Number of Cases conducted for the last 5 years

(단위:억원)
(Unit: 100 M. Korean Won)

Budget for the last 5 years

594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2019

601,336
2017

572,765

14%
최근 5년간
연평균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512

2018

610

533

467

526,315

2016

2015

476,560

386,918

12%
2016

2019년도 연구소별 감정통계

(단위:건)
(Unit: Cases)

Number of Cases conducted by each Local Institutes in 2019

본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236,588

대전과학수사연구소

55,818

광주과학수사연구소

51,290

124,576
대구과학수사연구소

50,125

Budget Allocations of 2020

2018

2019

2020

(단위:억원)
(Unit: 100 M. Korean Won)

인건비

331.7
기본경비

42.7
사업비┃ 과학수사활동지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80,938

171.2

사업비┃정보화

9.7

총계 Total

사업비┃R&D

610

제주출장소

2,001
4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년도 사업별 예산

2017

54.7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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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 하는 국과수
NFS, the World's Leading
세계를 선도하는 국과수, 국가 간

Forensic Institute
유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몽골 Mongolia
몽골 법내무부소속 국립과학수사원
National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벨라루스 공화국 Belarus

중국 China

The State ForensicExamination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Belarus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Thailand 태국

태국 법무부소속 중앙법과학원
Central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Sri Lanka 스리랑카

법무부소속 정부분석국
Government Analyst’sDepartment

법무부소속 검찰청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대외협력현황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01 국제교류현황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태국,몽골,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의 법과학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공적개발원
조사업을 통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 유럽국가 : 중국, 태국, 싱가폴 등 아시아국가 법과학 기관 연례회의(Asia Forensic Science Network,
AFSN)를 통해 법과학 분야의 감정관과의 지속적인 감정기법을 교류하고, 아시아지역 법과학 관련 정책적 의제를
통해 아시아 법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DNA, 디지털 포렌식 등
K-포렌식 기술을 전수하여 각 국가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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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ietnam
내무부소속 형사과학원 Forensic Science Institute
보건부소속 법의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Forensic Medicine

인도네시아 Indonesia
경찰청
Indonesia National Police

협력 기관
공적개발원조사업

온두라스 Honduras
국가위기대응처 911

02 공적개발원조사업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ystem National of Emergency

경찰청
National Police of honduras

국가

기간/규모

320

만불

El Salvador 엘살바도르

3,200,000 USD

경찰청

2 0 1 5 - 2 0 1 7

Police National Civil

스리랑카
Sri Lanka

하와이 Hawaii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DPAA)

주요성과

40

만불

Guatemala 과테말라

400,000 USD

법과학연구소

2 0 1 7 - 2 0 1 9

Instituto Nacional De Ciencias
Forenses de Gutemala

인도네시아
Indonesia

510

Honduras

엘살바도르
El Salvador

Capacity Building Project of Forensic Science Agencies and
Officials in Sri Lanka
- 디지털포렌식부서 신설, 장비도입, 전문가 역량강화연수
- DNA 신규장비 도입, 전문가 역량강화연수
- 유괴강산살인사건, 금융범죄 등 스리랑카 내 발생된 주요 범죄 해결
|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소속 검사 역량강화 국별연수 |
Training Programme on Forensic Science for prosecutors in
Sri Lanka
- 스리랑카 검찰청 소속 검사 총 60명 대상으로 3년간 연수(3차/각 20명)
- DNA법안발의, 증거물관리가이드라인 제작 등 시스템구축,
범죄기록 DB시스템구축 등 액션플랜(정책과제) 수립
|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 역량강화 사업 |

만불

5,100,000 USD
2 0 1 8 - 2 0 2 1

온두라스

|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

71

만불

710,000 USD
2 0 1 9 - 2 0 2 0

Cybercrime Investigation Capacity Building for Indonesian
National Police(Polri) in Indonesia
- 디지털포렌식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방한연수(8주, 15명)
-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 실무인력 현지연수(8주, 200명)
| 엘살바도르-온두라스 치안역량강화 디지털포렌식 역량강화사업 |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Digital Forensic Analysis in Central
America
- 경찰청 소속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등 역량강화 초청연수 추진
- 경찰청 소속 CCTV분석센터 프로그램 전수 및 현지연수 추진
| 몽골 법과학 역량강화사업 |

몽골

Mongolia

700

만불

7,000,000 USD
2 0 2 0 - 2 0 2 3

250

만불

베트남

Vietnam

2,500,000 USD
2 0 2 0 - 2 0 2 2
※ 경찰청 자체 ODA사업 중 교통사고
안전분야 연수 등 일부 과업 수행

The Project on Enhancement Forensic Analysis Capability for
National Institute of Forensic Sceince in Mongolia
- 디지털포렌식, DNA분석실험실, 마약분석실험실 등 리모델링 및 장비도입
- 각 분야별 전문가 역량강화연수: 8주, 3회 - 전문가파견
•DNA분석분야: 6명(각 2명)
•DNA분석분야: 2주 × 6회 × 2명
•마약분석분야: 6명(각 2명)
•마약분석분야: 4주 × 3회 × 2명
•디지털분석분야: 7명(1차: 3명,2•3차: 2명) •디지털분석분야: 4주 × 3회 × 2명
| 형사과학원 화재안전 교통사고분석 역량강화연수 |
The 2nd project for Enhancing Forensic Capacity of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of Vietnam
- 형사과학원 이공학계열 기본연수 : 2주 × 20명 × 3회
- 화재안전•교통w사고분석 심화연수 : 3주 × 4명* × 3회
*심화연수는 화재안전분야 2명, 교통사고분석 2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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