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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1.1 연혁

1.2 교수진

1.3 교육시설 및 설비

연도 주요연혁 비고

2001 사회과학부 여성경찰행정학 전공 설치 입학정원 (30명)

2002 여성경찰행정학과로 학과명 변경 학부(전공) → 학과

2005 제1회 졸업생 17명 배출

2006 경찰행정학과로 학과명 변경, 입학정원 30명 증원
여성경찰행정학과(30명)
→경찰행정학과(60명)

2016 행정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통합으로 행정·경찰학과 신설

2017 행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신설

성명
출신교

최종학위명 전공분야 주요담당과목
학사 석사 박사

이진권 경찰대
중국

무한대학
전북대 법학박사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창훈 한양대
미국

미시건주립대
미국

미시건주립대
범죄학박사 범죄학

범죄학, 범죄심리학
경찰학개론

박미랑 이화여대
미국

미시건주립대

플로리다
대학교,

고려대학교

범죄학박사,
법학박사

범죄학,
형사정책

사회조사방법론
여성범죄론

유성연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이학(무도사)

박사
무도사

무도
경찰체육

심희섭 경찰대
미국

신시내티
주립대

미국
샘휴스턴
주립대

형사사법학
박사

범죄학 및
경찰학

경찰실무론,
경찰행정법
경찰수사론

이도선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경찰학박사 경찰학
경찰실무론
민간조사론
자치경찰론

연구실 (개수)
실험실습실

주요설비현황 기타
명칭(유형) 개수

6개
무도실습실
세미나실

1

PC,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프로젝터, 노트북, 캠코더,
윗몸일으키기기계,
팔굽혀펴기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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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2.1 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

2.2 교육과정편제

한남대학교
교 육 목 표 학과(전공) 교육목적 학과(전공) 교육목표 전공교과목(명)

덕성과 인성을
갖춘 지성인 양
성

사회를 지키고 국민에게 봉
사하는 경찰행정전문가 양
성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건실한 업무수행능력 향상

사회과학조사방법론, 범죄통계
학, 경찰학연습, 캡스톤디자인Ⅰ
Ⅱ, 사회과학융합캡스톤디자인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양
성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깨끗한 경찰상을 구현하는
경찰행정전문가 양성

창의적 기획 관리능력 향상
경찰과 같은 특수 분야에 대
한 전문지식 능력 향상

범죄학개론, 치안현장실습ⅠⅡ,
경찰실무론ⅠⅡ, 범죄심리학, 범
죄예방론, 민간조사론, 과학수사
론, 피해자학, 여성범죄론, 경찰
지역사회관계론, 교정학개론, 비
교경찰제도론, 청소년범죄론, 피
해자학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
는 인재양성

국가발전을 위한 치안질서
의 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전
을 담당할 지도자 양성

경찰분야 진출확대를 위한 능
력향상, 변화하는 경찰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경찰학개론, 한국경찰제도사Ⅰ
Ⅱ, 경찰수사론, 무도ⅠⅡⅢⅣ,
경찰체육ⅠⅡ, 자치경찰론, 형법
총론ⅠⅡ, 형법각론,형사소송법
ⅠⅡ, 형사소송법연습, 경찰행정
법ⅠⅡ, 형사정책개론

2.3 학과(전공)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
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
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
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
성인 양성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
인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하는 지도자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적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
게 봉사하는 형사사법 전문가
를 양성한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정직
한 형사사법 전문가를 양성한
다.

국가발전을 위한 치안질서의
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담
당할 지도자를 양성한다.

⇩
학과(전공)
교육목표

합리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한
다. 건실한 업무수행능력을 향
상한다.

창의적 기획 관리능력을 향상
한다. 경찰, 민간경비와 같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한다.

경찰분야 진출확대를 위한 능
력향상, 변화하는 경찰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
최저
이수
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기초 계 부

전공 교직

법정대학 경찰학전공 9 57 66 22 7 - 29 (2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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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전 공 필 수 학-강-실 전 공 선 택 학-강-실

1

1 경찰학개론 3-3-0 형법총론Ⅰ
무도Ⅰ

3-3-0
2-0-2

2
한국경찰제도사Ⅰ
형법총론Ⅱ
무도Ⅱ

3-3-0
3-3-0
2-0-2

2

1 형사소송법Ⅰ 3-3-0

한국경찰제도사Ⅱ
경찰수사론
사회과학조사방법론
무도Ⅲ

3-3-0
3-3-0
3-3-0
2-0-2

2 범죄학개론 3-3-0

형사소송법Ⅱ
비교경찰제도론
청소년범죄론
과학수사론
무도Ⅳ

3-3-0
3-3-0
3-3-0
3-3-0
2-0-2

3

1

경찰실무론Ⅰ
범죄심리학
범죄예방론
경찰행정법Ⅰ
교정학개론
형법각론
경찰체육Ⅰ

3-3-0
3-3-0
3-3-0
3-3-0
3-3-0
3-3-0
2-0-2

2

경찰실무론Ⅱ
형사정책개론
피해자학
경찰행정법Ⅱ
형사소송법연습
경찰체육Ⅱ

3-3-0
3-3-0
3-3-0
3-3-0
3-3-0
2-0-2

4

1

범죄통계학
자치경찰론
여성범죄론
민간조사론
캡스톤디자인Ⅰ
사회과학융합캡스톤디자인

3-3-0
3-3-0
3-3-0
3-3-0
3-3-0
3-3-0

2

경찰학연습
경찰지역사회관계론
민간경비론
캡스톤디자인Ⅱ

3-3-0
3-3-0
3-3-0
3-3-0

학점계 학점(9 ) - 강의( 9) - 실습( 0 ) 학점(105) - 강의(90) - 실습(12)

2.4 경찰학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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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17764  경찰수사론 3-3-0

Police Investigation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첩보, 변사자 검시, 임검 및

현장감식, 범죄감식, 수사활동의 범위, 체포 및 조사, 수

사서류작성, 수사행정 등 범죄수사 전반에 관하여 학습

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범죄수사방법을 탐구하여

수사의 적정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19442  경찰실무론Ⅰ 3-3-0

Police Practical AffairsⅠ

경찰의 교통업무, 경비업무 등 경찰공무원이 실제 경찰

업무를 행하는 여러 업무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와 이

론 및 실무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19445  경찰실무론Ⅱ  3-3-0

Police Practical AffairsⅡ

경찰의 정보업무, 외사업무 및 보안업무 등 경찰공무원

이 실제 경찰업무를 행하는 여러 업무에 대하여 그 법

적 근거와 이론 및 실무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19451  경찰지역사회관계론   3-3-0

Police and Community Relations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의 정립과 운용방법 및 중요성의

인식, 경찰의 역할과 각종역할과 책임, 상호작용, 경찰

기능의 향상, 바람직한 관계개선에 대한 저해요인과 제

거방법 등을 탐구한다.

22427  경찰체육Ⅰ                       2-0-2

Physical Training for the Police I

경찰관의 직무 수행상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

한 건강의 유지, 신체의 단련, 정신 및 인격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여 개개인으로 치안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2428  경찰체육Ⅱ                      2-0-2

Physical Training for the Police Ⅱ

경찰관의 직무 수행상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

한 건강의 유지, 신체의 단련, 정신 및 인격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여 개개인으로 치안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7746  경찰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경찰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경찰행정

에 관한 기본개념을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총론적으로

경찰의 역사와 각국의 경찰제도 등을 설명하며, 조직,

인사, 예산 등 경찰의 관리적인 측면과 생활안전, 수사,

정보, 교통, 외사 등 경찰 실무적인 측면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19454  경찰학연습  3-3-0

Seminar on Police Science

경찰 실무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직접 적용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한 실력

을 기르게 한다.

19443  경찰행정법Ⅰ 3-3-0

Police Administrative LawⅠ

경찰작용과 관련된 제반 법률에 대한 법을 배운다. 또

한 행정법과 연계하여 재산과 권리를 위법한 행정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 배양한다. 주로 행정법 통

론, 행정작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19448  경찰행정법Ⅱ   3-3-0

Police Administrative Law Ⅱ

경찰작용과 관련된 제반 법률에 대한 법을 배운다. 또

한 행정법과 연계하여 재산과 권리를 위법한 행정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 배양한다. 주로 행정절차,

행정상의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장제도, 행정심판, 행

정소송 등의 내용을 다룬다.

19450  과학수사론 3-3-0

Scientific Investigation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ㆍ흉포화ㆍ기동화하여 그 수사가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과학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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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또는 과학기기 및 시설의 이용 등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에 대하여 학습한다.

17766  무도Ⅰ   2-0-2

Defensive TacticsⅠ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의 유지, 신체의 단련, 정신 및 인격의 도야를 목적

으로 하여 개개인으로 치안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무도 과목은 검도, 유도, 태권도

등 치안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익힌

다. 학생들로 하여금 무도 분야에서 유단자 자격을 획

득하도록 한다.

17769  무도Ⅱ 2-0-2

Defensive TacticsⅡ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의 유지, 신체의 단련, 정신 및 인격의 도야를 목적

으로 하여 개개인으로 치안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무도 과목은 검도, 유도, 태권도

등 치안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익힌

다. 학생들로 하여금 무도 분야에서 유단자 자격을 획

득하도록 한다.

19444  무도Ⅲ  2-0-2

Defensive TacticsⅢ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의 유지, 신체의 단련, 정신 및 인격의 도야를 목적

으로 하여 개개인으로 치안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무도 과목은 검도, 유도, 태권도

등 치안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익힌

다. 학생들로 하여금 무도 분야에서 유단자 자격을 획

득하도록 한다.

19449  무도Ⅳ  2-0-2

Defensive TacticsⅣ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의 유지, 신체의 단련, 정신 및 인격의 도야를 목적

으로 하여 개개인으로 치안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무도 과목은 검도, 유도, 태권도

등 치안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익힌

다. 학생들로 하여금 무도 분야에서 유단자 자격을 획

득하도록 한다.

19446  민간경비론 3-3-0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경찰을 비롯한 국가 공공기관 및 법집행기관의 역할 한

계로 인하여 대두된 민간경호경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는 민간

경호경비 개념을 학습. 또한 민간경호경비법과 각종 관

련 법규의 소개 및 인적 경비와 기계 경비제도 연구한

다.

21759  민간조사론 3-3-0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미아, 가출인, 실종자에 대해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
파악과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그리고 의뢰인
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민간조사에 대해 학습한다.

23167  범죄심리학 3-3-0

Criminal Psychology

비행동기에 관한 각종 이론, 범죄자의 심리, 검사, 범죄

자 행동유형에 관한 고전 및 현대이론의 사례연구, 정

신분석학의 도입,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공격성의 메커

니즘, 비행잠재성의 예측 등 범죄심리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한다.

17768  범죄예방론   3-3-0

Theory of Crime Prevention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역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범죄는 발생한

일단 발생하면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분석하여 범죄유형별로 적

절한 대책방안을 익힌다.

19435  범죄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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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일반적인 증가경향과 광역화, 도시화, 전문화현

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원인의 이해, 각종 범죄이론의 해석작용, 대책론 등에

걸쳐 사회병리현상으로써의 범죄에 대해 소개한다.

19441  비교경찰제도론   3-3-0

Comparative Police System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제도 및 기타 각국의 경찰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경찰제

도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 제도를 구상하고 연구한다.

19440  청소년범죄론  3-3-0

Theory of Juvenile Delinquency

현대산업사회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의 해체과정 속

에서 소년범죄의 증가현상 및 죄질의 정도 등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도모하고 소년보호, 선도 및 교정에 중

점을 두어 소년비행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17780  여성범죄론   3-3-0

Women and Crime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음. 이처럼 여성범죄의 증가현상의 실태와

특성, 여성범죄의 유형과 원인, 선도 및 교정 방안 등에

대한 이론과 대책을 학습한다..

23164  사회과학조사방법론 3-3-0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
이 과목은 범죄학 및 범죄정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사
회과학 분야의 연구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
학적 연구방법의 의미, 구체적인 연구수행 방법의 이해,
범죄학 및 범죄정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료와 그
장단점 등을 습득하여 범죄학적 연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19455  자치경찰론  3-3-0

Theory of Municipal Police

경찰과 지방자치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경찰과 지방지

차간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해 양자간의 갈등과 긴장

의 해소방안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경찰관계의 설정방

안을 모색하고 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과 책임을 학습한다.

17765  피해자학    3-3-0

Victimology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론적 기초, 피해자에 대한 범죄

유발적 요인, 피해자의 특징,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상방법 및 권리구제,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다룬다.

23588  한국경찰제도사 Ⅰ  3-3-0

History of Korean Police System Ⅰ

한국 역사상의 경찰제도사를 중심으로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 경찰제도를 이해시키며, 좋은 제도의 발견 및

한국경찰제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문제의 소재를 추출

함으로써 오늘날 경찰행정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23589  한국경찰제도사 Ⅱ  3-3-0

History of Korean Police System Ⅱ

한국 역사상의 경찰제도사를 중심으로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 경찰제도를 이해시키며, 좋은 제도의 발견 및

한국경찰제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문제의 소재를 추출

함으로써 오늘날 경찰행정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22060  형법총론Ⅰ  3-3-0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Ⅰ

형법의 개념, 목적, 기능, 적용범위 및 그 이론적 발전

과정과 범죄성립의 일반적 요건과 형벌에 관한 제 원칙

에 관하여 학습한다.

21758  형법총론Ⅱ 3-3-0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Ⅱ

형법의 개념, 목적, 기능, 적용범위 및 그 이론적 발전

과정과 범죄성립의 일반적 요건과 형벌에 관한 제 원칙

에 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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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1  형법각론  3-3-0

Theory of Specific Crimes

형법각본조에 규정된 범죄유형의 특성과 각 범죄의 성

립요건을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형법각론에 관한 이

론적 지식과 사건해결능력을 함양한다.

14080  형사소송법Ⅰ 3-3-0

Law of Criminal ProcedureⅠ

범죄인의 기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각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론

적으로 고찰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주로 형사소송법의 의의, 구조, 소송

의 주체, 수사와 공소에 대하여 학습한다.

17404  형사소송법Ⅱ   3-3-0

Law of Criminal ProcedureⅡ

범죄인의 기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각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론

적으로 고찰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주로 증거와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

별절차에 대하여 학습한다.

19456  형사소송법연습  3-3-0

Seminar on Criminal Procedure

형사절차법 전반에 관한 법해석학적 지식을 실제로 발

생할 범죄사건의 해결과정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케

함으로써 우수한 사법경찰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는 동

시에, 국가시험에 대비한 역량을 축적하도록 한다.

23594  교정학개론                          3-3-0

Introduction of Correction

범죄자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필요한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로서 교정에 대한 이

해와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음.

23605  형사정책개론                        3-3-0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Policy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범죄자 관련 정책

들을 학습한다. 형법과 범죄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응용하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와 제도들을 학습하

고 그 효과를 논해본다.

24137 캡스톤디자인 Ⅰ                       3-3-0

Capstone Design Ⅰ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미래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연습을 실시한다.

24138  캡스톤디자인 Ⅱ                       

3-3-0

Capstone Design Ⅱ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미래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연습을 실시한다.

22038  범죄통계학                          3-3-0

Statistics for the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범죄학 분야의 학문연구와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통계학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 통
계학의 기초개념과 계산, SPSS 등 통계패키지의 사용
방법 등을 배워 범죄학 논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00000  사회과학융합캡스톤디자인           3-3-0

Interdisciplinary capstone design in social science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사회적 현안들을 학제적 접근
방식을 통해 참여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