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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학위명 : Criminal Justice Master, Security Studies Master, Criminal

Justice Ph.D, Security Studies Ph.D.
TEL : 031-750-8810 FAX : 031-750-8622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지역사회 및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찰학, 형사사법학, 안보학 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하여,
▶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
▶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확립에 필요한 전문교육실시
▶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교육 실시
▶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분야 리더십 교육 실시.

Cultivation of leader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Police, Criminal Justice,
& National Security,
▶ We teach fundamental knowledge on general and in-depth courses.
▶ We cultivate leaders and experts contributing to the filed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 We prepare our students as global assets.
▶ We produce leaders and experts leading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형사사법학: 경찰학, 범죄학, 교정학,
형사사법학, 범죄심리학

안보학: 국가정보학, 군사학, 안보학,
전략론

형사사법학: 경찰학, 범죄학, 교정학,
형사사법학, 범죄심리학

안보학: 국가정보학, 군사학, 안보학,
전략론

연구분야

형사사법학: 경찰, 범죄, 교정,
범죄심리, 보호관찰,
형사사법

안보학: 정보, 군사, 안보, 전략, 북한

형사사법학: 경찰, 범죄, 교정,
범죄심리, 보호관찰,
형사사법

안보학: 정보, 군사, 안보, 전략, 북한
  

Degrees Masters Ph.D.

Fields of
Study

Criminal Justice:
Policing, Criminology,
Corrections,
Criminal Justice,
Criminal Psychology

Security Studies: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Military Affairs,
National Security

Criminal Justice:
Policing, Criminology,
Corrections,
Criminal Justice,
Criminal Psychology

Security Studies: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Military Affairs,
National Security

Fields of
Research

Criminal Justice:
Policing, Criminology,
Corrections,
Criminal Justice,
Criminal Psychology

Security Studies: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Military Affairs,
National Security

Criminal Justice:
Policing, Criminology,
Corrections,
Criminal Justice,
Criminal Psychology

Security Studies: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Military Affairs,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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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정주호
범죄학 박사,
경호안전학

박사

범죄학, 범죄심리학, 경호경비,
민간경비

jsjung1206@gachon.ac.kr

교수 윤민우 범죄학 박사
국가정보학, 범죄학, 테러,

국제범죄, 안보, 전략
dukebaik@gachon.ac.kr

교수 박형관 법학 박사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수사, 형사사법
hnss1991@gachon.ac.kr

교수 백승엽
교통공학

박사
경찰학, 경찰교통, 경찰수사,

경찰윤리
hkwan@gachon.ac.kr

교수 홍성삼 행정학 박사
경찰학, 행정학, 조직범죄,

범죄예방
davincigachon@gachon.ac.kr

4. 학과내규
1) 입학

(1)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방법 및 배점은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내규에 따르며, 일반전형의 입학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으

로 입학시험을 치른다.

2) 지도교수

(1)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학생의 희망에 의해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다.

3) 학점이수

(1) 취득해야 할 최저수료 학점은 석사과정은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박사과

정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이수학점 중 석사과정은 15학점 이상을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

다. 박사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4) 선수과목



(1) 학위과정과 동일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원생은 학점이수와 별도로 선수과목

을 이수해야 한다.

(2) 이수해야할 선수과목의 선정은 학과내규에 의해 주임교수가 선정하고 학과

교수회의의 확인 하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3)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의 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

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하

지 않는다.

(4) 선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는 본교 경찰안보학전공 학사학위과정 과

목 중에서, 박사학위과정 입학자는 대학원 경찰안보학과 석사학위과정 과

목 중에서 정한다.

5) 종합시험 과목

과정 시험과목 비고

석사
과정

- 석사과정 원생이 이수한 과목 중 3과
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다.

- 단, 동일 교수에게 3과목을 응시할 수
없다.

박사
과정

- 박사과정 원생이 이수한 과목 중 3과
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다.

- 단, 동일 교수에게 3과목을 응시할 수
없다.

6)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1) 논문지도: 석사과정은 수업연한인 2년 이내에 3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야 한다. 박사과정은 수업연한인 3년 이내에 5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

야 한다.

(2) 제출절차:

(가)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청구논문제출 학기의 1

학기 전까지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나)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석사학위,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제출 3개월 전에 학위청구논문을 예비발표 하여야 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06989 사회과학연구방법론 기초 (Introductions to Research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s)

경찰 및 안보 분야를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방법론 전반에 관한 기초를 배운다. 연구 설

계, 연구 대상 수집, 인과관계 모델 설정 등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주요한 기초적 내용들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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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A student learns basics of research methodology in police science and security

studies and social science in general. Research design, sample selection, causality

model building and others regarding important subjects can be included.

06990 범죄학 이론 (Theories of Criminology)

각종 범죄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을 배운다.

A student learns various criminological theories explaining why crime occurs.

06991 형사사법학 (Criminal Justice)

형사사법학 및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A student improves his or her understanding on criminal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system.

07023 통계조사 및 분석 기초 (Introduction to Statistics & quantitative analysis)

인과관계분석, 집단비교, 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이론을 학습하고

SPSS, STATA, R 등과 같은 통계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와 초보적인 계량분석기법을

학습한다.

A student learns basic theories of statistics such as causality, group comparison,

regression analysis. This course also provides knowledge on elementary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such as SPSS and STATA.

07021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심화 (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s)

경찰 및 안보 분야를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보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한

다.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수집, 인과관계 모델 설정 등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보다 심화된 내용

들을 습득한다.

A student learns more 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on Police Science, Criminal

Justice, Security Studies, and Social Science in general. This course includes

advanced knowledge on research design, data gathering, casuality model building

etc.

07022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범죄심리학의 이론과 여러 범죄심리 측정기법과 진술분석, 및 인터뷰 기법, 그리고 각 범죄종류

별 범죄심리적 특성에 관해 배운다.

A student learns psychological theory and methods including psychological

assessment, interview statement analysis, interview skills and psychological traits

specific to various crime types.



07043 경찰학 (Police Science)

경찰학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도모한다. 경찰과 관련된 수사, 범죄예방, 경비, 정보, 외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경찰조직 운영과 관련된 여러 행정의 문제들에 대해 배운다.

A student acquire comprehensive knowledge of police studies. These studies

include criminal investigations, crime prevention, private security, intelligence,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and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s.

07044 교정학 (Corrections)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요한 분야인 교정 분야 전반에 대해 배운다. 교도소와 보호관찰 제도에 대

해 배운다. 교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A student learns general knowledge of correction studies such as issues relevant

to prison and probations.

07116 국제정치안보론(International Politics & Security)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관련된 전쟁, 분쟁, 군비통제, 환경, 에너지, 자원 등에 대해 학습한다. 국

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안보위협의 문제들 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국제정치이론들에 대해 배운다.

A student learns various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relevant to warfare,

conflicts, military matters, environmental, energy, and natural resource issues.

This course includes various macro-level security issues threatening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measures to those issues. Various theories of

international security is also learnt.

07117 국가정보학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첩보, 정보분석, 방첩, 비밀활동, 외사 등의 활동에 대해 배우고 국가정

보활동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A student learns various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including intelligence

gathering, analysis, counter-intelligence, and covert operation. This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ystem.

07118 테러리즘 (Terrorism)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북한테러, 극우주의 테러, 사회주의 테러, 환경주의자 테러, 동물보호주

의자 테러 등 각종 테러리즘 현상과, 원인, 특성 등에 대해 학습한다. 대테러 대응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A student learns various terrorist activities including Islam extrimist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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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terrorism, Leftists' terrorism, environmental terrorism etc. This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auses,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Counter-terrorism measures are also learnt.

07119 국제조직범죄론 (Transnational crimes &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마약거래, 인신매매, 무기밀매, 돈세탁, 아동 포르노 그라피, 핵물질밀거래, 해적행위 등 각종

초국가 범죄 또는 국제범죄 행위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배운다. 러시아 마피아, 멕시코 마약카

르텔, 중국 삼합회, 소말리아 해적,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조직범죄집단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배운다. 이러한 국제조직범죄와 범죄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안보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

조직화와 국가안보와 치안에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한다.

A student learns prevalenc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transnational

crimes and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such as drug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weapon trafficking, money laundering, child pornography, nuclear

smuggling, maritime piracy etc.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including Russian mafia, mexican drug cartel, Chinese triads, Somalia pirate

groups, Nigerian drug organization and others are studied. The security threats of

transnational crimes and criminal organizations to nation-state are studied.

Countermeasures to this phenomenon are discussed.

07120 전략론 (War strategy)

전쟁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전쟁이나 테러리즘 등과 같은 폭력적 대결상황에서 국가이

익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

습한다.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최적의 전략적 선택방안을 도출하는 방법

에 대해 학습한다 .

A student learns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warfare. This course covers

strategic matters regarding conventional warfare, civil war, insurgency warfare,

irregular warfare, terrorism, and other forms of violent conflicts.

07121 사이버 안보와 공개출처정보활용 (Seminar on cyber threats and security and sue 

of Open Source Intelligence)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와 일탈행위, 테러리즘과 반국가 이적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격

이나 사이버 전쟁 등에 관해 학습한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IT (Information Technolodgy)

분야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최근 들어 미국과 NATO 등에서 각

광받고 있는 OSINT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OSINT에서의 첩보수집과 정보분석 및 보

고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서적,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검색방법과 인터넷 정보의 검색방법, 검



색엔진 활용방법과 키워드 조작 방법,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방법 등에 관해 학습한다.

A student learns crimes, security threats, illicit activities in cyberspace. This

course also covers various technical matters on cybersecurity and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issues.

07122 위기대응 및 협상론 (Crisis negotiation)

인질테러, 유괴, 인질대치, 자살대치, 과격폭력시위, 사보타지, 폭동, 국가 간 분쟁갈등 대치상

황과 같은 위기사황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위기협상기법과 전략, 그리고 위기 상황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기법에 대해 배운다.

A student learns knowledge and skills on hostage negotiation, crisis response and

management, and crisis negotiation. Issues of hostage incident, sabotage, and

violent riots are covered.

09115 통계조사 및 분석 심화 (Advanced Research to Statistics & quantitative analysis)

인과관계분석, 집단비교,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 보다 심화된 통계이론을 학습하고 SPSS,

STATA, AMOS 등과 같은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능력을 숙달한다.

Students will study advanced statistical theories such as causality analysis, group

comparison,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s, and master the

analysis ability through statistical programs such as SPSS, STATA, and AMOS.

09340 전략적 리더십 (Strategic leadership)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 생존을 높이는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함

양한다.

Develop the ability to drive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to

maintain organizational stability and improve long-term survival.

09110 범죄심리 세미나 (Criminal Psychology Seminar)

범죄심리의 원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범죄심리의 전반에 대

한 이해를 높인다.

Analyze previous studies on the causes of crime psychology, and improve

understanding of crime psychology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09111 범죄학 세미나 (Criminology Seminar)

형사사법체계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범죄학 분야의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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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높인다.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rime, and analyze

related studie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whole criminology field.

09112 경호경비 세미나 (Public & Private Security Seminar)

경호경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고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

인다.

In addition to understanding the overall Public & Private Security, relevant

researches will be analyzed and professionalism will be enhanced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09113 국제정치안보 세미나 (International Political Security Seminar)

국제정치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대외관계론적인 측면에서의 방안

을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숙고한다.

Understand the basic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nsider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the aspects of external relations for national

survival.

09114 위기관리 세미나 (Crisis Management Seminar)

국내적 또는 국외적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상

황을 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숙고한다.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how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crises, control the various situations that can arise when a crisis

occurs, and minimize the damage.

09626 경호경비 연구 (Research to Public & Private Security)

경호경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연구분야에 적용하여 결과물

을 도출한다.

In addition to understanding the overall Public & Private security, they analyze

the preceding studies and apply the results to their own research field to derive

results.

09627 국가정보 연구 (Research to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연구분야에 적용하여 결과물

을 도출한다.



In addition to understan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as a whole, previous

researches are analyzed and applied to their research fields to derive results.

09628 테러리즘 연구 (Research to Terrorism)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연구분야에 적용하여 결

과물을 도출한다.

Along with an overall understanding of terrorism, you analyze previous studies

and apply them to your field of research to derive results.

09629 사회과학연구방법 기초 (The Basic, Methodologies for Social Science)

사회과학연구방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연구분야에 적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한

다.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and apply the

results to one's own research field.

범죄심리 연구 (Research to Criminal Psychology)

범죄심리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연구분야에 적용하여 결과물

을 도출한다.

Along with an overall understanding of criminal psychology, prior studies a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pplied to one's own research field.

국제정치안보 연구 (Research to International Politics & Securities)

국제정치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분야에 적용하여 결

과물을 도출한다.

Understand the overall cont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security and apply it to

your research field to derive results.

위기대응 및 협상 연구 (Research to Crisis Response & Negotiation)

위기대응과 협상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분야에 적용

하여 결과물을 도출한다.

Understand the overall contents of crisis response and negotiation skills, and

apply the results to your own resear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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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과소개 / Introduction of Departments 
법과대학, 경찰안보학과

1. 경찰안보학과 전공소개 기본 내용

∎ 기본정보

• 학과설립연도 : 석사 2013 박사 2016
• 전임교원 수 : 5명
• 전화 : 031-750-8810
• 홈페이지 http://www.gachon.ac.kr/major/law/02/index.jsp

경찰안보학과는 국가의 형사사법과 국가안보에 관련된 분야에서 자신의 가치실현을 하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같은 학과의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다.

- 전공분야의 학문능력을 배양한다.

- 전공 관련 주요 진로 준비를 위한 내용을 학습한다.

- 전공 관련 실용성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 전공관 연계된 융, 복합적 능력을 기른다.

-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다.

이러한 학과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경찰안보학과는 전공교과목을 경찰학과 안보학 과정의 2가

지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학생 개인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키워나가고 이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 학과개요

교육목표

- 경찰안보학과는 박애, 봉사, 애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 미래의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기여할 미래를 지향하는 지성인을 양성한다.

-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분야에서 나눔에 동참하는 실천인을 기른다.

-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전문인을 기른다.

∎ 학과 학업에 필요한 특성

전공에 대한 열의가 높고, 성취동기가 높아야 한다. 국가관이 투철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적인 기본소양과 분석능력이 있어야 한다.



인문적 소양과 역사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인간관계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학과전공 세부영역 및 교육과정

∎ 학과 세부영역

① 경찰학 : 경찰분야의 진로준비를 위한 핵심교육과정으로 전공 기초지식 및 교양을 쌓고,

리더십과 관련분야 심화 지식을 기른다. 경찰학 관련 분야에서는 경찰학 전반에 관한 이해

를 도모한다. 경찰과 관련된 수사, 범죄예방, 경비, 정보, 외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

를 키우고 경찰조직 운영과 관련된 여러 행정의 문제들에 대해 배운다. 범죄심리학의 이론

과 여러 범죄심리 측정기법과 진술분석, 및 인터뷰 기법, 그리고 각 범죄종류별 범죄심리

적 특성에 관해 배운다. 또한 보호관찰, 교정, 검찰 등 여러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요한 분

야 전반에 대해 배운다.

② 안보학 :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보 관련 분야의 진로준비를 위한 핵심교육 과정으로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을 쌓고 리더십과 국가관을 함양한다.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첩보, 정보

분석, 방첩, 비밀활동, 외사 등의 활동에 대해 배우고 국가정보활동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

로 이해한다.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관련된 전쟁, 분쟁, 군비통제, 환경, 에너지, 자원 등에

대해 학습하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안보위협의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학습하고,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국제정치이론들에 대해 배운다. 사이버 공

간에서 행해지는 범죄와 일탈행위, 테러리즘과 반국가 이적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전쟁 등에 관해 학습하며,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IT(Information Technolodgy)

분야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주가조작, 산업스파이, 산업시

설테러, 보험사기, 금융사기, 산업 활동에 대한 사보타지 등과 같은 기업 활동과 비즈니

스, 경제, 금융, 산업 활동에 주요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나 테러리즘, 공격 행위 등의 특

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최근 들어 미국과 NATO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OSINT

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OSINT에서의 첩보수집과 정보분석 및 보고 방법에 대

해 학습하며, 서적,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검색방법과 인터넷 정보의 검색방법, 검색엔진

활용방법과 키워드 조작 방법,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방

법 등에 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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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교과과정(curriculum)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선택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기초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심화 3 3 박사
선택 통계조사 및 분석 기초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통계조사 및 분석 심화 3 3 박사
선택 범죄심리학 3 3 석사
선택 형사사법학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범죄학 이론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경찰학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교정학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국제정치안보론 3 3 석사
선택 전략적 리더십 3 3 박사
선택 국가정보학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테러리즘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국제조직범죄론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전략론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사이버안보와 공개출처정보활용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위기대응 및 협상론 3 3 석사
선택 범죄심리 세미나 3 3 박사
선택 범죄학 세미나 3 3 박사
선택 경호경비 세미나 3 3 박사
선택 국제정치안보 세미나 3 3 박사
선택 위기관리 세미나 3 3 박사
선택 경호경비 연구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국가정보 연구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테러리즘 연구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사회과학연구방법 기초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범죄심리 연구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국제정치안보 연구 3 3 석사·박사 공통
선택 위기대응 및 협상 연구 3 3 석사·박사 공통



• 교과목 연계도

경찰⦁안보학

형사사법학 안보학

학부

경찰학
교정학
법학

범죄학
이상심리학
일탈사회학

국제정치학
군사학
북한학

대학
원

석사
및

박사

범죄학 이론
형사사법학
범죄심리학

경찰학
교정학

국제정치안보론
국가정보학

전략론
사이버 안보와

공개출처정보활용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기초,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심화, 통계조사
및 분석 기초, 중급통계, 위기 대응 및 협상론, 테러리즘,

국제조직범죄론

Graduate Program of Police Science & Security Studies

About our program:

The Graduate Program of Police Science & Security Studies (GPPS) addresses the

most pressing threats to personal, local, and national interes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Our program is multidisciplinary study designed to prepare graduates for

positions within the law enforcement, criminal justice, intelligence, military,

security, and related research and academic fields.

The GPPS program deals with various security matters in our time. It takes an

integrative approach on these security issues. From the micro level up to the

most macro level, we touch various but interrelated security issu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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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s including crime, organized crime, cyber security threats,

transnational crime, corruption, financial crime, terrorism, criminal psychology,

regional conflicts, war, counter intelligence, intelligence security, environmental,

climate, energy related security matters etc. Particularly, we offer Korean

perspectives and countermeasures on these issues unlike other similar programs

in other countries. Korea has rapidly moved from the new nation in 1945 up to

one of the leading nations in the world today. Our perspectives may particularly

helpful for students, scholars, and practitioners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program has two primary goals. First, to enhance students’ substantive

knowledge and analytic skills in the scholarly study of security. Second, to

provide students with a rigorous and multifaceted education that will contribute

to their professional advancement. For pursuing the goals, the GPPS provides

quality lectures provided by leading scholars and experts and various field

experience and internship in various Korean governmental and private agencies

and institutions.

Our faculty comprises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police science and

security affairs who offer courses that are academically and analytically rigorous.

Many members of the GPPS faculty have year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intelligence, armed forces, prosecution, police,

correction, probation & parole, cybersecurity, etc. Classroom instruction is

consequently enriched with a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real world

issues with which policymakers have to contend. The result is a program that

combines the best of both worlds—academic depth and policy practicality.

Curriculum:

The GPPS curriculum is designed to give students an array of course options

which provide a solid foundation in core police science, criminal justice, and

security issues. The depth and breadth of its course offerings stimulate students

to pursue their intellectual and professional interests and develop their own areas

of specialization. Our program covers various important issues in the 21st century

environment. Those issues include various crimes, criminal psychology, cyber

crime, terrorism, low-intensive warfare, conventional warfare, strateg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atural resources, energy, environment, climate related

security, drug trafficking, arms trafficking, various transnational crime, maritime

piracy, and economic crimes etc. Our courses are designed to educate students to



obtain integrative and multidisciplinary understanding of today’s complex security

matters and related expert knowledge. By doing so, we aim at producing leading

security experts

The GPPS offers two tracks. Students choose one by their own interest and

career design. One is the Police Science and Criminal Justice Track and the other

is Security Studies Track. Examples of courses required for the completion of each

track are such as:

1) Police Science and Criminal Justice Track:

- Policing, Correction, Criminological theories, Criminal Justice Policy, Criminal

Victimization and Prevention, Transnational Crimes,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Economic & Financial Crime, Crisis Negotiation, Private Security,

Criminal Psychology,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riminal Justice

Seminar.

2) Security Studies Track:

- Strategy, International Law, National Intelligence, Security on Environment,

Energy, & Natural Resources, International Security, Regional Conflicts,

Business Security, Terrorism, Counter Intelligence, Open Source Intelligence,

Intelligence Analysis, War theories,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Human Security, Reg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North-East

3) Core Courses for Both Tracks:

- Criminal Law, Criminal Legal Procedure, Policing in general, Intelligence and

Seucirty in general, Research Methodology, Statistics, Advanced Statistics,

Cyber Security

Degree Programs:

Mater’s of Art(MA)

The GPPS offers Master's degree ranging from research oriented M.A. degrees

that support transition into doctoral studies to Master's degrees designed for

current or future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policing, criminal justice, intelligence,

defense, and security areas. A variety of formats are offered across degree plans

to maximize flexibility.

Two types of MA degree are offered. A student can choose one in their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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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area, the MA in Police Science and Criminal

Justice is offered and For 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and security area, the

MA in Security Studies is offered.

Doctorate(Ph.D.)

The Police Science & Security Studies program at Gachon University is a newly

launched program which aims at high excellence of academics and expertise in the

relevant field. Our doctoral program includes various expertise in such areas as

corrections, criminology, legal analysis, law enforcement, criminal psychology,

justic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cyber security, and security.

Our degree program is specifically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aspiring policing,

criminal justice, and security professionals and scholars.

About Gachon University:

The Gachon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University

has easy access to the nation’s various governmental agencies and research

centers within 30-60 minutes.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Suprem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Department of Defense, an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re all located in close proximity. Gangnam Street and many other

city centers and major downtown areas are located near. National Museum,

National theater of Arts, and various movie theaters and other cultural centers

are also very close.

The University itself is one of the largest in the Nation. The campus offers

various restaurants, cafes, and cultural centers. The large campus also offers very

cozy atmosphere. The University Dormitory is also modern and high quality.

Many cultural and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are available in the campus.

Admission Requirements:

Degree Program (Master’s of Art)

4 year college degree from an accredited institution

For non-Koreans students, TOPIK(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3-grade or

higher OR TOEFL(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 550( or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or higher



Degree Program (Ph.D.)

Master’s degree from an accredited institution

For non-Koreans students, TOPIK(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3-grade or

higher OR TOEFL(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 550( or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or higher

Scholarship Opportunities:

- Students may be eligible for full or partial scholarship which can cover all

tuition fees for 2 years and expenses

- Students are eligible for assistantship or fellowship on campus. Also, eligible

for dormitory

Application materials:

Application Form OR Application Form for Foreigner

Academic Plan Form

Release of Information Form

Transcripts

Evidence for language proficiency

Other materials specified by the University Admission Office

(* Please contact to the University Admission Office or the Graduate School

Admission Office for other necessar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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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Course
type

Course
number

Course name Credits Hours Others

Selective
Introductions to Research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
3 3 Doctor

Selective
Introductions to Statistics &

quantitative analysis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Advanced Research to Statistics

& quantitative analysis
3 3 Doctor

Selective Criminal Psychology 3 3 Master

Selective Criminal Justice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Theories of Criminology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Police Science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Corrections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International Politics & Security 3 3 Master
Selective Strategic leadership 3 3 Doctor

Selective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Terrorism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Transnational crimes &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War strategy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Seminar on cyber threats and

security and sue of Open Source

Intelligence

3 3
Common

subjects

Selective Crisis negotiation 3 3 Master
Selective Criminal Psychology Seminar 3 3 Doctor
Selective Criminology Seminar 3 3 Doctor

Selective
Public & Private Security

Seminar
3 3 Doctor

Sel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ecurity

Seminar
3 3 Doctor



Selective Crisis Management Seminar 3 3 Doctor

Selective
Research to Public & Private

Security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Research to National

Intelligence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Research to Terrorism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The Basic, Methodologies for

Social Science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Research to Criminal Psychology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Research to International

Politics & Securities
3 3

Common

subject

Selective
Research to Crisis Response &

Negotiation
3 3

Commo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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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courses:

Police Science⦁
Security Studies

Criminal justice
Security
studies

Police science
Corrections
Legal studies
Criminology
Psychology
Sociology

International
politics
Military science
North Korean
studies

Criminology
Criminal Justice
Criminal
psychology
Police science
Corrections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Cyber security
Open source
intelligence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s,
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Statistics & quantitative analysis,
Advanced Statistics, Crisis negotiation, Terrorism,
Transnational crimes &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