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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기 경찰사법대학원 신입생 모집 주요사항

묵정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덕수중학교
삼풍상가

을지로4가역

모집과정 ┃석사과정 (야간) / 5학기제

제출서류
•입학원서 (소정양식, 3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1매 부착) 1부
•대학졸업증명서 (학위등록번호 기재)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오시는 길

•주민등록초본 1부

•지하철 :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버스편 : 장충동(간선-파랑) 144, 301, 420 / (지선-초록) 7012

※ 국외대학 (원) 졸업자는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시

모집학과 및 인원

법률사무소의 “번역공증”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학과

전공

경찰사법학과

•경찰학전공
•산업보안학전공

범죄심리학과

•범죄심리학전공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모집인원

00명

특전

만해광장

•공
 직자에게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혜화관 2층

•경찰, 교정, 국가정보원, 군 및 정부 각 기관의 고위직 공무원/경찰사법 

본관

관련 기업체 및 사회단체 임직원, 기타 사회 지도자급 인사는 우대함.

동대입구역
6번출구
법학관

도서관
명진관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18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학술관
사회과학관

유의사항

경영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Graduate School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SK주유소

장충단
공원

대운동장

•원서접수시 기재된 내용과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날까지 
예정된 학사학위 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접수 http://gspcj.dongguk.edu
원서접수

2017.11.06 (월) ~ 11.24 (금)

면접전형

2017.12.01 (금), 19:00 ~

합격자발표 2017.12.09 (목), 14:00 ~

•전형료 : 60,000원 (가상계좌, 환불 불가)

접수방법 및 문의
•인터넷 접수

•인터넷접수 후 서류접수
(혜화관 2층 경찰사법대학원 교학팀)

경찰사법대학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원서접수 바로가기 클릭 →

•경찰사법대학원 교학팀 / 원장실

* 경찰사법대학원 홈페이지 http://gspcj.dongguk.edu/

•홈페이지 http://gspcj.dongguk.edu

예치금납부 2017.12.19 (화) ~ 12.22 (수) •예치금 400,000원
등록금납부 2018.01.23 (화) ~ 01.26 (금) •예치금을 제외한 등록금
※ 등록 방법은 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 후 반드시 신규지원을 클릭한 후 접수
•방문접수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경찰사법대학원 교학팀
•연락처 전화 (02-2260-3372, 3370)
이메일 (policeadmin@ dongguk.edu)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Graduate School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 2260 3372, 3370 Fax 02 2260 3373 gspcj.dongguk.edu

http://gspcj.dongguk.edu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신입생 모집 (야간)
2018학년도 전기(제15기)

형사 사법 전문가를 향한 꿈의 시작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은 지난 60여 년간의 사회안전분야
한국 최고의 명성과 전통을 바탕으로, 사회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형사사법 분야 특수 대학원입니다.

경찰
사법학과

경찰학 전공

산업보안학 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에서 경찰학을
전공하여 치안정책 연구 전문가로 거듭나시길”

“산업보안 전문가를 꿈꾼다면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으로”
차별화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의 커리큘럼과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최고의 치안정책 연구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은

속에서 산업보안 전문가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찰학 교육의 역사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치안정책 연구 전문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최응렬

이창범

Introduction
•경찰학 전공
•산업보안학 전공

과학수사학 전공

“이론과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범죄심리 전문가
가 되고 싶다면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범죄심리
학과에 진학하실 것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과학수사학과에서
과학수사 전문가로 발전하십시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은 범죄심리에 대한 이론과 범죄자의 심리를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과학수사학과에서 법과학과 과학수사 중심의

상담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범죄심리전문가가

교육을 통해 최고의 과학수사 전문가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되고 싶으시다면 동국대학교 경찰 사법대학원에 진학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경찰사법대학원장
이윤호

경찰사법대학 교수
임준태

Introduction

Introduction

경찰학전공의 교육 목표는 현대 사회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공의 안녕 및 범죄

산업보안학전공의 교육 목표는 정보의 개념, 생산, 처리, 분석 및 국가정보기관과 각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조직의 형태를 연구하며, 더 나아가 민간경비 등 사회 전

국가의 정보기관에 대해 연구하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방안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소년범죄, 아동학대, 노인범죄 등의 범죄경향을 과학적으로

수사능력 향상, 감정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향상하는 것을

영역에 걸친 효과적인 치안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치안관련 이론 및 실무, 방법론 등의

등 산업보안관리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보안

분석하여 수사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은 범죄학개론, 계량범죄학, 법과학개론, 과학수사연구방법론,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은 범죄학개론, 계량범죄학, 심리학개론, 범죄심리학연구방법론, 범죄심리통계,

법의학, 디지털포렌식연구, 고급디지털포렌식연구, 법생물학, 법화학, 과학수사실습Ⅰ,

교육 내용은 비교경찰제도연구, 경찰지역사회관계론, 경찰인사관리세미나,

교육 내용은 산업보안의 일반원리, 산업보안법연구, 대테러연구, 국가정보연구,

범죄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범죄자프로파일링, 수사심리학,

과학수사실습Ⅱ, 과학수사증거수집론Ⅰ, 과학수사증거수집론Ⅱ, 과학수사증거분석론Ⅰ,

민간경비세미나, 경찰행정법연구, 한국경찰제도사연구, 지방자치경찰론,

산업보안세미나, 기업보안관리론, 사이버테러연구, 산업보안관계법령, 인적보안연구,

법정심리학, 범죄위험성평가, 이상심리학, 범죄심리 세미나, 범죄심리 평가실습 등

과학수사증거분석론Ⅱ, 현장과학수사론Ⅰ, 현장과학수사론Ⅱ 등으로 구성되어 과학수사

경찰정책세미나, 형사소송법연구, 과학기술과 경찰활동, 경찰조직관리,

물리보안연구, 운영체계연구, 위기관리연구, S/W보안성평가, 최신IT보안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문가 양성에 적합한 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비교시큐리티제도론 등으로 경찰학에 대한 심도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있다.

산업보안에 대한 깊이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윤호 교수	범죄학전공/Michgan주립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조윤오 교수	형사학전공/City Univ of New York
박사/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응렬 교수	경찰학전공/동국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창배 교수	형사학전공/Sam Huston주립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곽대경 교수	사회학전공/Hawaii(Manoa)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임석기 교수	경찰학전공/동국대 박사/국회사무처
부이사관/겸임교수

임준태 교수	경찰학전공/Freiburg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김규식 교수	경찰학전공/동국대 박사/법무법인 율맥
국장/겸임교수

이창한 교수	형사학전공/동국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송영남 교수	범죄학전공/동국대 박사/예죽
대표이사/겸임교수

•경찰법연구

•비교경찰제도연구

•경찰지역사회관계론

•경찰인사관리세미나

과학수사학과의 교육목표는 각종 사건현장에서 물증확보, 현장 안전 교육, 인권보호와

교수소개

이창배 교수	형사학전공/Sam Huston주립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윤호 교수	범죄학전공/Michgan주립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창배 교수	형사학전공/Sam Huston주립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윤호 교수	범죄학전공/Michgan주립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창배 교수	형사학전공/Sam Huston주립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응렬 교수	경찰학전공/동국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윤석용 교수	IT정책학전공/숭실대 박사과정/베가스
대표 컨설턴트/겸임교수

최응렬 교수	경찰학전공/동국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정유희 교수	임상 및 상담심리학전공/고려대 박사/
법무부/겸임교수

최응렬 교수	경찰학전공/동국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권일룡 교수	범죄학전공/광운대 박사과정/前경찰청
수사국 경감/경찰사법대학원 객원교수

곽대경 교수	사회학전공/Hawaii(Manoa)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창범 교수	민사법전공/동국대 박사/前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위원/겸임교수

곽대경 교수	사회학전공/Hawaii(Manoa)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전현민 교수	심리상담학전공/이화여대 박사/
이화심리상담센터 대표/겸임교수

곽대경 교수 사회학전공/Hawaii(Manoa)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김일평 교수	수산과학,과학수사학/이학박사/前전남지방경찰청
경정/한국법과학협동조합 대표/겸임교수

임준태 교수	경찰학전공/Freiburg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강형석 교수	전자정보전공/Yokohama 국립대 박사/
사이버안전훈련센터 특임교수/객원교수

임준태 교수	경찰학전공/Freiburg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미희 교수	통계학전공/Univ of North Carolina
박사/베가스 수석컨설턴트/겸임교수

임준태 교수	경찰학전공/Freiburg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강형석 교수	전자정보전공/Yokohama 국립대 박사/
사이버안전훈련센터 특임교수/객원교수

이창한 교수	형사학전공/동국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영일 교수	경찰학전공/동국대 박사/前NIS,
시브이텍 전문위원 / 겸임교수

이창한 교수	형사학전공/동국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유병철 교수	형사사법학전공/Leeds대 박사/법무부/
겸임교수

이창한 교수	형사학전공/동국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창범 교수	민사법/동국대 박사/前 한국인터넷진흥원단장,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위원/겸임교수

조윤오 교수	형사학전공/City Univ of New York
박사/경찰행정학부 교수

신제철 교수	형사학전공/동국대 박사/前NIS 국장/
겸임교수

조윤오 교수	형사학전공/City Univ of New York
박사/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상환 교수	법학전공/Leeds대 석사/수원지법
성남지원/겸임교수

조윤오 교수	형사학전공/City Univ of New York
박사/경찰행정학부 교수

한면수 교수	식품가공 발효공학/농학박사/
前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장/객원교수

교육과정

•경찰학연구

•과학수사학 전공

이윤호 교수	범죄학전공/Michgan주립대 박사/
경찰행정학부 교수

공통

•산업보안의 일반원리

•산업보안법연구

•비교시큐리티제도론

•대테러연구

•국가정보연구

•산업보안세미나

•민간경비세미나

•경찰행정법연구

•기업보안관리론

•사이버테러연구

•산업보안관계법령

•한국경찰제도사연구

•지방자치경찰론

•경찰정책세미나

•인적보안연구

•물리보안연구

•운영체계연구

•형사소송법연구

•과학기술과 경찰활동

•경찰조직관리세미나

•위기관리연구

•S/W보안성평가

•최신IT보안

전공

Graduate School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전공

범죄심리학과의 교육목표는 범죄자의 범행동기, 범행수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교수소개

DONGGUK UNIVERSITY

공통

•범죄심리학 전공

교수소개

교육과정

Graduate School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과학
수사학과

범죄심리학 전공

Introduction

교수소개

DONGGUK UNIVERSITY

범죄
심리학과

교육과정
공통

전공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교육과정

•범죄학개론

•계량범죄학

•심리학개론

•범죄심리학연구방법론

•범죄심리통계

•범죄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범죄자프로파일링

•수사심리학

•법정심리학

•범죄위험성평가

•범죄심리세미나

•범죄심리 평가실습

공통

•이상심리학

전공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범죄학개론

•계량범죄학

•심리학개론

•범죄심리학연구방법론

•법의학

•디지털포렌식연구

•고급디지털포렌식연구

•법생물학

•법화학

•과학수사실습 Ⅰ

•과학수사실습 Ⅱ

•과학수사증거수집론Ⅰ

•과학수사증거수집론Ⅱ

•과학수사증거분석론Ⅰ

•과학수사증거분석론Ⅱ

•현장과학수사론Ⅰ

•현장과학수사론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