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경찰학부

           



□ 경찰행정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 학년별 권장 교과목 구분

  - 1학년: 기초교과군

  - 2학년: 핵심교과, 심화교과

  - 3,4학년: 심화교과, 응용교과

 ○ 1학년은 기초교과군 3과목 중 다음의 안내에 따라 2과목이상 신청하여 이수

  - 「경찰학개론」은 반드시 1학기에 지도교수님의 강좌를 신청 

    (팀티칭 강좌 중 자신의 지도교수님 강좌를 신청)

  - 「범죄학개론」, 「교정학개론」중 1과목 신청바람 
(1학기 신청하지 않는 경우, 2학기에 신청 가능)

 ○ 경찰행정학 관련 교과목

  - 경찰현장실습, 민간경비실습, 교통안전실습  등 실습교과목은 이론교과목을 수강한 2학년 이상 학생에 한해 수강

  - 경찰행정연습 및 경찰형사법연습은 기본이론 교과목을 이수한 3학년 이상 학생에 한해 수강

 ○ 범죄학, 법학 관련 교과목

  - 법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기 이전 법학입문을 반드시 먼저 이수해야 함 

  - 형법총론, 형법각론은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순서대로 수강해야함

    따라서 법학입문→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의 순으로 수강 (동시수강 지양)

  -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범죄예방론 등은 범죄학개론을 수강한 2학년 이상 학생에 한해 수강

 ○ 실습 관련 교과목

  - 경찰무도Ⅰ,Ⅱ, 체포술, 경찰체육실습 등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취득과 체력시험을 대비하여 가급
적 학기별로 이수계획을 수립하여 분산 수강할 것

  - 경찰현장실습, 민간경비실습, 교통안전실습, 경찰무도, 체포술, 경찰체육실습 등은 외부기관 방문의 편의성 
및 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강인원을 일부 제한함

□ 범죄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 기초교과군

  - 신입생은「범죄학개론」과 「경찰학개론」 中 1과목 신청할 것

 ○ 핵심교과∼응용교과

  - 신입생은 핵심교과 중에서 1∼2과목 신청

  - 2, 3학년생은 핵심교과∼응용교과 중에서 학점 감안하여 수강 가능한 과목 신청

   ※ 경찰특채를 준비하는 학생은 경찰특채인정과목(45학점)을 참고하여 이수할 것

 ○ 교양과목 신청

  - 기초교과군 및 전공과목을 우선 신청하고, 나머지는 교양과목에서 신청하면 될 것임

   ☞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에서 이수할 기준 학점을 잘 계산하여 관리할 것

 ○ 기타 당부사항

  - 범죄학 전공 선택한 학생은 O/T 당일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담 후 수강신청할 것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BU Point 부여 및 장학금 지급시 우선 적용



□ 교정보안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 기초교과군: 2과목 이상 신청

  - ｢교정학개론｣은 반드시 신청할 것

  - ｢경찰학개론｣, ｢범죄학개론｣ 중 1과목 신청할 것 

 ○ 핵심교과, 심화교과 및 응용교과 : 현재까지 개설된 다음 과목 중 학점 감안하여 
    수강가능과목 신청

  - <핵심교과>: 교정사회론, 형법총론, 법학개론, 상담의 이론과 실제, 헌법, 경찰행정법, 무도

  - <심화교과>: 교정복지론, 소년범죄론, 교정상담이론, 민간경비론, 형사소송법, 형법각론

  - <응용교과>: 형사정책, 보호관찰론, 교정학연구, 교정교육론, 경찰경비법, 청소년상담론

                이상심리, 성격심리

 ○ 교양과목 신청

  - 기초교과군, 핵심교과군, 심화교과군, 응용교과군에서 우선 신청하고, 나머지는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에서 신청

  -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범죄심리학 등 중복과목은 경찰행정학 또는 범죄학 전공에서 신청해도 무방함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에서 이수할 최소학점을 잘 계산하여 관리할 것)

 ○ 기타 문의사항은 주임교수 또는 학부사무실로 연락 바람

□ 법학 및 행정학전공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 전공 모집중지로 개설과목 축소 운영 및 미개설

 ○ 졸업이수학점을 사전에 계산하여 졸업에 착오 없도록 미리 관리할 것



경찰학부(경찰행정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197101 교정학개론 3 3 60 v 김안식 화4,5,6  본부712 혁신(67), 전공(33) 김안식 월1,2,3

기초교과군 260401 경찰학개론 3 3 60 v 팀티칭 금1,2,3  본부710
팀티칭
(나달숙/
송병호)

섬김(53), 전공(47) 조용철 금4,5,6

기초교과군 260402 경찰학개론 3 3 60 v 팀티칭 수7,8,9  본부710
팀티칭
(박종관/
이권철)

섬김(53), 전공(47)

기초교과군 260403 경찰학개론 3 3 60 v 조용철 금4,5,6  본부710 섬김(53), 전공(47)

기초교과군 263001 범죄학개론 3 3 60 v 이건수 월1,2,3  본부712 전공(67), 혁신(33) 이건수 월1,2,3

기초교과군 263002 범죄학개론 3 3 99 v 임형진 사1,2,3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전공(67), 혁신(33) 임형진 사1,2,3

핵심교과군 197201 경찰무도Ⅰ 2 2 40 지병윤 목2,3  체육204 전공(100) 지병윤 목2,3

핵심교과군 197301 빅데이터개론 2 2 40 임형진 목5,6  본부207 전공(100)

핵심교과군 260801 형법총론 3 3 60 이권철 화4,5,6  본부710 전공(100) 이권철 사1,2,3

핵심교과군 263201 범죄심리학 3 3 60 김상균 월3사1,2
본부709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100) 김상균 월3사2,3

핵심교과군 681001 경찰수사론 3 3 60 임형진 금1,2,3  본부712 전공(100) 임형진 금1,2,3

핵심교과군 871601 행정학개론 2 2 60 박종관 수1,2  본부704 전공(100) 박종관 수1,2

핵심교과군 871701 법학입문 2 2 60 김영규 화5,6  본부703 전공(100) 김영규 화5,6

핵심교과군 871702 법학입문 2 2 60 김영규 수5,6  본부710 전공(100) 김영규 수5,6

핵심교과군 871801 경찰조직론 2 2 60 박종관 화2,3  본부704 전공(100) 박종관 수3,4

핵심교과군 871802 경찰조직론 2 2 60 박종관 화4,5  본부704 전공(100)

핵심교과군 942601 헌법총론 3 3 60 나달숙 월1,2,3  본부711 전공(100) 나달숙 월1,2,3

심화교과군 197401 빅데이터분석론 2 2 40 임형진 목5,6

심화교과군 197501 경찰무도Ⅱ 2 2 40 지병윤 목5,6  체육204 전공(100) 지병윤 목5,6

심화교과군 261101 형법각론 3 3 120 이권철 사1,2,3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전공(100) 이권철 사1,2,3

심화교과군 262001 형사소송법 3 3 60 이권철 화7,8,9  본부710 전공(100) 이권철 화4,5,6

심화교과군 264101 피해자학 3 3 60 차훈진 수4,5,6  본부709 혁신(100) 차훈진 수4,5,6



경찰학부(경찰행정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심화교과군 264102 피해자학 3 3 99 이권철 사1,2,3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혁신(100)

심화교과군 365001 범죄예방론 3 3 60 차훈진 화1,2,3  본부709 섬김(53), 전공(47) 차훈진 화1,2,3

심화교과군 479001 민간경비론 2 2 60 조용철 화7사1
본부712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100) 조용철 화7사1

심화교과군 479002 민간경비론 2 2 60 조용철 목7사1
본부711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100) 조용철 목7사1

심화교과군 871901 경찰학각론 3 3 60 송병호 목7,8,9  본부712 혁신(53), 전공(47) 송병호 목7,8,9

심화교과군 871902 경찰학각론 3 3 60 미지정 수7,8,9  본부711 혁신(53), 전공(47) 미지정 수7,8,9

심화교과군 872001 비교경찰제도론 2 2 120 조용철 사1,2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소통(53), 전공(47) 조용철 사1,2

심화교과군 872101 경찰인사론 2 2 60 박종관 수3,4  본부704 관계(53), 전공(47) 박종관 화2,3

심화교과군 872102 경찰인사론 2 2 60 박종관 화4,5

심화교과군 944701 헌법각론 3 3 60 나달숙 화7,8,9  본부711 관계(53), 전공(47) 나달숙 화7,8,9

심화교과군 944901 경찰행정법총론 2 2 60 김대희 수7,8  본부712 섬김(53), 전공(47) 나달숙 사1,2

응용교과군 263701 체포술 2 2 40 지병윤 목7,8  체육204 전공(100) 지병윤 목7,8

응용교과군 681501 민간경비실습 2 2 40 김영배 화5,6  본부916 혁신(53), 전공(47) 김영배 화5,6

응용교과군 681502 민간경비실습 2 2 40 조용철 화2,3  본부710 혁신(53), 전공(47)

응용교과군 872401 경찰학연습 3 3 60 차훈진 수1,2,3  본부709 섬김(53), 전공(47) 차훈진 화4,5,6

응용교과군 872402 경찰학연습 3 3 60 차훈진 화4,5,6  본부709 섬김(53), 전공(47)

응용교과군 872501 경찰형사법연습 3 3 60 유현선 금1,2,3  본부703 전공(100) 이권철 화7,8,9

응용교과군 872801
경찰기획론
(캡스톤디자인)

3 3 60 박종관 월1,2,3  본부704 소통(53), 전공(47) 박종관 월1,2,3

응용교과군 872901 민간조사실습 2 2 99 송병호 사1,2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혁신(53), 전공(47) 송병호 금1,2

응용교과군 872902 민간조사실습 2 2 60 송병호 금3,4

응용교과군 873001 경찰현장실습 2 2 40 김영배 수5,6  본부916 소통(53), 전공(47) 김영배 수5,6

응용교과군 873002 경찰현장실습 2 2 40 조용철 목5,6  본부703 소통(53), 전공(47) 조용철 목5,6

응용교과군 873101 교통안전실습 2 2 40 김영배 화2,3  본부916 소통(53), 전공(47) 김영배 화2,3

응용교과군 944801 헌법연습 2 2 60 나달숙 월8,9  본부711 관계(53), 혁신(47) 나달숙 월8,9

응용교과군 945001 경찰행정법각론 2 2 100 나달숙 사1,2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섬김(53), 전공(47) 김대희 수7,8



경찰학부(범죄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197101 교정학개론 3 3 60 v 김안식 화4,5,6  본부712 혁신(67), 전공(33) 김안식 월1,2,3

기초교과군 260401 경찰학개론 3 3 60 v 팀티칭 금1,2,3  본부710
팀티칭
(나달숙/
송병호)

섬김(53), 전공(47) 조용철 금4,5,6

기초교과군 260402 경찰학개론 3 3 60 v 팀티칭 수7,8,9  본부710
팀티칭
(박종관/
이권철)

섬김(53), 전공(47)

기초교과군 260403 경찰학개론 3 3 60 v 조용철 금4,5,6  본부710 섬김(53), 전공(47)

기초교과군 263001 범죄학개론 3 3 60 v 이건수 월1,2,3  본부712 전공(67), 혁신(33) 이건수 월1,2,3

기초교과군 263002 범죄학개론 3 3 99 v 임형진 사1,2,3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전공(67), 혁신(33) 임형진 사1,2,3

핵심교과군 198001 행정학개론 3 3 60 현성수 수4,5,6  본부703 전공(87), 섬김(13) 현성수 수4,5,6

핵심교과군 260802 형법총론 3 3 60 박종선 화7,8,9

핵심교과군 263601 범죄수사론 3 3 60 이건수 화2사1,2
본부712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100)

핵심교과군 762801 조직관리론 3 3 60 유준석 목1,2,3  본부711 전공(67), 섬김(33) 유준석 목1,2,3

핵심교과군 762901 사이버범죄연구 2 2 60 이건수 금3,4

핵심교과군 763001 기업범죄론 3 3 60 이우진 화4,5,6  본부711 전공(53), 관계(47) 이우진 화4,5,6

핵심교과군 907301 경찰민형사론 2 2 60 이우진 월2,3  본부703 전공(53), 섬김(47) 이우진 월2,3

심화교과군 261102 형법각론 3 3 60 박종선 월1,2,3  본부710 전공(100) 박종선 월1,2,3

심화교과군 262002 형사소송법 3 3 60 박종선 수1,2,3

심화교과군 263202 범죄심리학 3 3 60 김상균 화3사1,2
본부712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53), 혁신(47) 김상균 화3사1,2

심화교과군 264102 피해자학 3 3 60 차훈진 수7,8,9

심화교과군 264103 피해자학 3 3 60 차훈진 목4,5,6  본부704 전공(80), 관계(20)

심화교과군 365002 범죄예방론 3 3 60 김상균 금4,5,6



경찰학부(범죄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심화교과군 479003 민간경비론 2 2 60 유준석 목5,6  본부711 혁신(47), 전공(33) 유준석 목5,6

심화교과군 763101 부동산범죄론 3 3 60 이우진 수1,2,3  본부703 전공(80), 관계(20) 이우진 수1,2,3

심화교과군 763201 범죄통계학 3 3 60 이건수 금3,4,5  본부709 전공(67), 소통(33) 이건수 화4사1,2

심화교과군 763301 과학수사연구 2 2 99 이건수 사1,2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전공(100)

응용교과군 197801 과학수사실무 2 2 60 이건수 사1,2

응용교과군 432101 특수범죄론 3 3 60 이우진 목1,2,3  본부703 전공(80), 소통(20) 이우진 목1,2,3

응용교과군 763501 범죄프로파일링 2 2 60 김상균 금5,6  본부711 전공(80), 소통(20) 김상균 목5,6

응용교과군 763901 민간조사실무 2 2 60 송병호 금5,6  본부712 전공(80), 관계(20) 송병호 금5,6

응용교과군 904601 드론범죄수사론 2 2 60 이건수 월8,9  본부712 전공(100) 이건수 월8,9

응용교과군 907401 진술분석론 3 3 60 김상균 목7,8,9  본부710 전공(53), 소통(47) 김상균 목7,8,9

응용교과군 907501 경찰경비법 2 2 60 이건수 화2,3

응용교과군 907601 경찰윤리 2 2 60 서천규 목5,6  본부709 섬김(50), 전공(50) 서천규 목5,6

응용교과군 907701 커뮤니티 폴리싱 3 3 60 김상균 목4,5,6  본부710 전공(67), 관계(33)



경찰학부(교정보안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197101 교정학개론 3 3 60 v 김안식 화4,5,6  본부712 혁신(67), 전공(33) 김안식 월1,2,3

기초교과군 260401 경찰학개론 3 3 60 v 팀티칭 금1,2,3  본부710
팀티칭
(나달숙/
송병호)

섬김(53), 전공(47) 조용철 금4,5,6

기초교과군 260402 경찰학개론 3 3 60 v 팀티칭 수7,8,9  본부710
팀티칭
(박종관/
이권철)

섬김(53), 전공(47)

기초교과군 260403 경찰학개론 3 3 60 v 조용철 금4,5,6  본부710 섬김(53), 전공(47)

기초교과군 263001 범죄학개론 3 3 60 v 이건수 월1,2,3  본부712 전공(67), 혁신(33) 이건수 월1,2,3

기초교과군 263002 범죄학개론 3 3 99 v 임형진 사1,2,3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전공(67), 혁신(33) 임형진 사1,2,3

핵심교과군 125701 법학개론 3 3 60 김영규 화1,2,3  본부703 전공(100) 김영규 화1,2,3

핵심교과군 15570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3 60 김안식 금5,6,7  본부703 전공(67), 관계(33)

핵심교과군 181701 헌법 3 3 60 나달숙 수4,5,6

핵심교과군 260803 형법총론 3 3 60 변원규 목1,2,3  본부712 혁신(67), 전공(33)

핵심교과군 264001 경찰행정법 3 3 60 김영규 수1,2,3

핵심교과군 764201 교정사회론 3 3 60 조기룡 화7,8,9

핵심교과군 873201 상담의 이론과 실제 3 3 60 유용원 월1,2,3  본부307 혁신(33), 섬김(33)

심화교과군 205201 교정복지론 3 3 60 유용원 월1,2,3

심화교과군 262003 형사소송법 3 3 60 변원규 목1,2,3

심화교과군 264301 소년범죄론 3 3 60 김안식 수4,5,6  본부711 전공(100) 김안식 수1,2,3



경찰학부(교정보안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심화교과군 479004 민간경비론 2 2 60 김영규 월4,5  본부307 전공(100) 김영규 월4,5

심화교과군 764601 교정상담이론 2 2 60 이미자 금3,4

응용교과군 262401 형사정책 3 3 60 유현선 목4,5,6  본부712 전공(100) 유현선 목4,5,6

응용교과군 764801 분류심사론 3 3 60 조기룡 화7,8,9  본부703 전공(100)

응용교과군 764901 보호관찰론 2 2 60 조기룡 수7,8  본부703 전공(100) 조기룡 수7,8

응용교과군 765201 청소년상담론 2 2 60 이미자 금1,2

응용교과군 873701
교정교육론
(캡스톤디자인)

2 2 60 김안식 목7,8

응용교과군 873801 이상심리 2 2 60 이미자 금1,2  본부704 전공(100)

응용교과군 873901 성격심리 2 2 60 이미자 금3,4  본부704 전공(100)

응용교과군 907502 경찰경비법 2 2 60 김영규 수1,2  본부710 전공(100)

응용교과군 930001 교정학연구 3 3 60 김안식 화4,5,6

응용교과군 930101 경찰보안론 3 3 60 서천규 목7,8,9  본부709 전공(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