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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
2021.  7.  21.

기본 사항

성    명 : 김 지 온  (Kim Ji-On)
근 무 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 -50,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520호
연 락 처 : jion972@police.ac.kr
직급/직위 : 경정(Superintendent)/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장(Director of Public Safety Data Science 
Research Center),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겸임교수(2020. 8~) 

학력 사항

2001.  3. 국립경찰대학 卒(행정학사, 17기)

2018.  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卒(경찰법 석사)

김지온 (2015). 통신수사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2021.  7.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주요 관심 연구 분야

경찰학 및 범죄수사학

#범죄수사, #통신수사, #마약수사, #함정수사, #위장수사, #강력수사, #사이버위협범죄, #지능수사,  
#수사추론,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경찰

데이터 사이언스

#치안데이터사이언스, #수사정보분석, #사회연결망분석, #COVID-19 역학조사 데이터분석, 
#의료데이터분석

학술논문

[1] 김지온, 박원규 (2018).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A Legal Study for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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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Location Tracker for Investigation),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81-112.
[2] 김지온 (2019). 사회연결망 분석원리의 범죄 수사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3(2), 87-107.
[3] 박노섭, 김지온†, 김창식, 박성미 (2020). 범죄수사 검증모델과 시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법연구, 19(4), 9-36.
[4] 김지온 (2020). 우월적 지위 남용 형 직장폭력 사례연구: 경찰청 사례 심층면접. 경찰학연구, 

18(2), 143–175.
[5] 김지온, 김경종, 이정현, 강정한 (2021). 위치기반 추론을 통한 COVID-19 전파경로 파악. 

형사정책연구, 32(1), 285–323.

[6] Sung Jin Lee, Sang Eun Lee, Ji-On Kim†, Gi Bum Kim (2021). Tracking Model for 
Route of Community Transmission of COVID-19: Focusing on Contact 
Network Creation for Policing. informatics, 8(2), 22.

연구보고서

[1] 박노섭, 김지온 (2020). 범죄 수사의 증거수집과 판단과정에 대한 검증모델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20-03 정책연구보고서

[2] 김지온, 우병관 (2021). 정퇴행성 관절질환 사회관계망 분석방법론 연구. 경찰대학.

저서 및 교과서

[1] 김지온 편저 (2013). 마약범죄수사론, 경찰수사연수원. • 수사전문교육 내부교재 

[2] 이관희, 문성준, 김지온 (2014). 범죄수사입문 총론, 경찰수사연수원. • 수사전문교육 내부교재

[3] 김지온, 이관희 (2014). 범죄수사입문 각론, 경찰수사연수원. • 수사전문교육 내부교재 

[4] 김지온, 이동규, 김현수 (2018). 지능범죄수사론(제1판), 경찰대학.
[5] 김지온, 이승태 (2020). 강력범죄수사론(제3판), 경찰대학. • 2019년 초판 발간

[6] 김지온, 김기범, 임금섭, 김면기, 김형규 (2020), 수사사례연구, 박영사.
[7] 이지은, 김지온, 김경종 (2020), 수사통역 통합교재, 은학사.
[8] 김지온, 김인태, 한상혁 (2021), 수사정보분석론(제4판), 경찰대학. • 2018년 초판 발간

학회 및 세미나 참여 

2021. 7.  5. [기조강연] 경찰대학 2021년 치안데이터과학아카데미

수사정보 연결망 분석의 함의
2021. 6. 21. [토론] 경찰대학 수사연구 콜로키움 세미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20. 12.  28. [발표] 한국경찰법학회 제97차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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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역학조사 데이터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
2020. 6.  25. [토론] 치안정책연구소, 가상자산부정거래전문가세미나 

가상자산의 이해, 가상자산 분석과 시스템의 이해 
2020. 2.  6. [발표] 경찰청 수사국, 제1회 범죄수익추적연구회

경찰 데이터 시각화도구(i2) 설명 및 한게점 논의
2019. 6.  19. [토론] 제1회 공공안전학 콜로키움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문제-영장주의와 사후통지를 중심으로-
2019. 5.  14. [발표] 경찰대학, IBM 공동주관 제2회 빅데이터 정보분석 세미나

소셜네트워크 분석의 수사상 활용방안과 법적한계
2018. 11.  30. [발표] 2018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범죄정보분석 수사적용 및 발전방안
2018. 4.  27. [발표] 경찰대학, IBM 공동주관 제1회 빅데이터 정보분석 세미나

치안 분야 SNA 기반 정보분석 기법, 조직범죄 수사시 i2 분석 사례

근무 경력

2001.  3.  1. 경위 임용(공채, 경찰대학 17기)

2005.  3. ~ 2006.  3.      전주완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2006.  3. ~ 2008.  3.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

2008.  3. ~ 2009.  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원

2010.  2. ~ 2011.  2. 전분군산경찰서 강력계장(경감)

2012.  2. ~ 2014.  2.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마약/추적수사 담임)

2014.  2. ~ 2015.  2. 경찰청 수사국 강력범죄수사과 강력2반장

            • CCTV 수사 매뉴얼 집필(CCTV 수사역량 종합강화계획, 2014)  

2015.  2. ~ 2017.  2.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분석반장

            • 지능형 수사정보분석체계 구축(i1, i2, i3/9.2억, 2015)  

2017.  2. ~ 2018.  2. 경찰수사연수원 융합수사학과장(경정)

2018.  1. ~ 현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수사 담당)
•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장(’19. 9. ~ 현재) 

            •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연구회 데이터분과장(’19. 1. ~ 현재) 
•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TF 전문위원(2020) 
• 경찰청 변호사경력채용 면접위원(2019 ~ 현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심의위원(2021 ~ 현재)
• 경기도 특사경 출제위원(2021 ~ 현재)
• 치안대학원 과학치안학과 준비위원회 위원(2021 ~ 현재)

            • COVID-19 역학조사 데이터분석 기술지원 총괄(2020. 4 ~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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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경력

학사 학위 과정

수사학개론(경찰대학) 2018년 ~ 현재
• 2018년 6학점, 2019년 3학점, 2020년 3학점, 2021년 3학점

수사정보분석론(경찰대학) 2019년 ~ 현재
• 2019년 6학점, 2020년 6학점, 2021년 3학점 

강력범죄수사론(경찰대학) 2019년 ~ 현재
• 2019년 2학점, 2020년 2학점, 2021년 2학점

지능범죄수사론(경찰대학) 2018년
• 2018년 2학점

수사사례연구(경찰대학) 2018년
• 2018년 2학점

범죄수사론(서원대) 2018년
       • 2018년(1학기) 3학점

석․박사 학위 과정

빅데이터와 범죄분석(성균관대) 2020년 ~ 현재
       • 2020년(2학기) 3학점

경찰간부후보생 과정

강력범죄수사론 2019년 ~ 2020년
• 2019년 2학점, 2020년 2학점

국제교육과정

통신수사를 위한 법령과 정책(KOICA, 네팔 증거기반 수사를 위한 ICT 사용역량 강화)     2018.  11.  6.
Social Network Analysis(KOICA, 인도네시아 사이버 수사역량강화)                  2019. 11. 12.
Digital Forensic2(경찰대학-반둥공과대학 공동 석사학위과정)                 2020년

• 2019년 2학점, 2020년 3학점(4차시, 12시간 강의)

Social Network Analysis(KOICA, 태국경찰 사이버 수사역량강화)                      2021.  7.  1.
Social Network Analysis(KOICA, 필리핀 사이버 수사역량강화)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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