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경찰행정학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오늘날 국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의 안전과 평화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활동은 오랜 역사를 두고 각 나라와 시대마다 그 역할과 임무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을 이어오고 있다. 고대와 중세 그

리고 유럽과 미국을 거쳐 현대의 우리나라 경찰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경찰조직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행정학의 학문적 접근과 기본이념 그리고 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를 기본적인 학습 목표로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 관료조직, 특히 경찰조직과 관계가 있는 행정학의 이론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경찰행정의 특정한 

분야인 의사전달, 리더쉽, 인사관리, 예산, 기획, 정보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심화학습 한다. 마지막으로 

순찰, 범죄 수사, 교통경찰 분야 등에 대한 관련 법령에 대한 학습과 판례를 익힘으로써 경찰 행정학에 대한 실무와 전문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경찰행정학 / 법문사 / 이황우, 한상암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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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강의주제

  - 경찰의 개념과 역사

2. 강의목표

  -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찰의 개념의

    변화와 의미를 파악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시대의 

    경찰개념에 대한 정의와 시대에 따른

    경찰개념의 변화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파악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강의계획서, PPT활용)

1.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

    1) 경찰개념의 역사성

p1~6

- 강의계획서 오리엔테이션

- 과제물(13주차 제출)

  · 지방자치 경찰제도의 

   장단점 및 일본의 자치

   경찰제도와 비교하시오.

   (팀 과제)

- 수시평가(5문항)

  · 1주차~6주차 내용에 

   대한 쪽지시험을 시행

   (6주차 시행).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찰의 분류 -1

2. 강의목표

  - 다양한 기준에 따른 경찰의 분류와

    기준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예방

    경찰과 진압경찰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

    2) 경찰의 분류

p6~10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경찰의 분류 -2

2. 강의목표

  - 다양한 기준에 따른 경찰의 분류와

1.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

    2) 경찰의 분류

p6~10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기준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의 기능적 분류를 해보고 이러한

    경찰의 기능적 분류가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학문적 분류와의 

    내용의 차이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과거 경찰의 역사를 통해

    경찰의 분류기준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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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경찰의 기능  

2. 강의목표

  - 경찰의 기능에 따른 역할과 국가

    경찰의 역할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의 역할과 국가경찰의 역할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법에 

    근거하여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1.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

    3) 경찰의 기능

p10~16

- 참고자료

  ·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찰행정의 특수성

2. 강의목표

  - 경찰행정의 다양한 특수성에 대한 

    특징과 내용에 대한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일반행정과 다르게 경찰행정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개념과 내용에

    대한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

    4) 경찰행정의 특수성

p16~21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경찰의 이념

2. 강의목표

  - 경찰행정의 기본이념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행정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으로서 기본이념에 대한 

    이해와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

    5)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p21~25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1. 강의주제

  - 경찰제도의 유형

2. 강의목표

  - 경찰 주체의 결정요소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 주제의 결정요소에 대한 종류와

    주요개념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경찰제도의 유형

    1) 경찰주체의 결정요소

p35~36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2. 강의목표

  -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2. 경찰제도의 유형

    2)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p36~51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 지방분권화 경찰체제와 중앙집권화

    경찰체제 그리고 통합형 경찰체제에

    대한 개념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1. 강의주제

  - 경찰제도의 특징과 한국 경찰제도

2. 강의목표

  - 중앙집권화 경찰체제와 지방분권화

    경찰체제의 특징에 대한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한국 경찰제도의 발전과 중립화 

    노력에 대한 이해, 중앙집권화 경찰

    제도와 지방분권화 자치 경찰제도의

    특징에 대한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경찰제도의 유형

    3) 경찰제도의 특징

    4) 한국경찰제도

p51~66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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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경찰조직의 원리

2. 강의목표

  - 경찰조직의 기초, 조직편성, 조직의

    구조, 한국 경찰의 조직구조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조직의 의의, 경찰조직 편성 시

    고려사항과 원리 그리고 조직편성 

    기준에 대한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경찰조직의 원리

    1) 경찰조직의 기초

    2) 경찰조직의 편성

p67~81

- 과제제출

  · 경찰위원회와 치안 행정

    협의회를 비교분석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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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경찰조직의 구조

2. 강의목표

  - 계층에 의한 분류, 기능에 의한 분류

3. 강의 세부내용

  -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조정과 통합의 원리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경찰조직의 원리

    3) 경찰조직의 구조

p81~85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한국 경찰의 조직 구조

2. 강의목표

  - 경찰행정기관, 경찰의결기관 및 

    협의 기관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행정기관의 개념과 경찰의결기관

    및 협의기관에 대한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3. 경찰조직의 원리

    4) 한국경찰조직의 구조

p85~92

- 참고자료

  ·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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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경찰조직이론

2. 강의목표

  - 고전학파에 대한 이해와 이론

3. 강의 세부내용

  -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행정관리이론, 고전 이론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4. 경찰조직이론

    1) 고전학파

p95~105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행태학파

2. 강의목표

  - 행태학파에 대한 이해와 이론

3. 강의 세부내용

  - 호손실험의 개요와 결과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4. 경찰조직이론

    2) 행태학파

p105~119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체계이론

2. 강의목표

  - 체계이론의 기초, 가정, 특징

3. 강의 세부내용

  - 개방형 경찰체계의 개념과 이해, 

    기초적 가정에 대한 특징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4. 경찰조직이론

    3) 체계이론

    4) 현대경찰이론

p119~128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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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경찰 의사전달

2. 강의목표

  - 경찰 의사전달의 개념과 종류

3. 강의 세부내용

  - 의사전달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구성요소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경찰의사전달

    1) 경찰의사전달의 개념

    2) 경찰의사전달의 종류

p147~157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찰 의사전달Ⅰ

2. 강의목표

  - 경찰 의사 전달 체계와 모델

3. 강의 세부내용

  - 수직적 수평적 의사전달의 장점과

    단점, 대각적·원형적 의사전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학습.

    Johari window 모델의 네 가지 영역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경찰의사전달

    3) 경찰의사전달의 체계

    4) 경찰의사전달의 모델

p157~164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경찰 의사전달Ⅱ

2. 강의목표

  - 경찰 의사전달의 장애요인과 

    발전방안

3. 강의 세부내용

  - 전달자와 피 전달자에 의한 장애,

    조직의 특성에 의한 장애, 환류의 

    장애 요소에 대한 구체적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경찰의사전달

    5) 경찰의사전달의 

       장애요인

    6) 효과적인 경찰의사

      전달 방안

p165~173

- 수시평가(5문항)

  · 1주 차~6주 차 내용에

   대한 쪽지시험을 시행

   한다.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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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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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경찰 리더십

2. 강의목표

  - 경찰 리더십에 개념, 유형 그리고

    리더십 이론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의 요소, 공시적·비공식적 

6. 경찰리더십

    1) 경찰리더십의 의의

    2) 리더십과 권력

    3) 경찰리더십의 유형

p175~184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지도사와 동기부여에 대한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1. 강의주제

  - 경찰인사관리

2. 강의목표

  - 경찰인사관리의 개념과 기능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인사관리의 의의와 기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7. 경찰인사관리

    1) 경찰인사관리의 기초

p213~216

- 참고자료

  ·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경찰공무원 채용

2. 강의목표

  - 경찰공무원의 모집과 채용시험 

   그리고 시보임용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공무원 모집의 다양한 방법과 

    특징, 입직경로 따른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7. 경찰인사관리

    2) 경찰공무원 채용

p216~227

- 참고자료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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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경찰 교육훈련과 보직 관리

2. 강의목표

  -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보직 관리의 개념과 

    취지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교육훈련의 개념, 필요성, 형태, 

    경찰 보직 관리의 개념과 원칙과 

    전보에 대한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7. 경찰인사관리

    3) 경찰교육훈련

p227~232

- 참고자료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찰 근무성적 평정

2. 강의목표

  - 경찰 근무성적 평정에 개념과 목적,

    종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학습과 구체적인 평가

    요소에 대한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7. 경찰인사관리

    4) 경찰보직관리

p232~237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경찰승진

2. 강의목표

  - 경찰승진의 의의와 한계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승진에 대한 개념과 기준 그리고

    현행 경찰승진제도에 대한 한계와 

    범위에 대한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7. 경찰인사관리

    5) 경찰근무성적평정

    6) 경찰승진

p246~254

- 참고자료

  · 경찰공무원 진임용규정,

    시행규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10 1 1. 강의주제 7. 경찰인사관리 - 참고자료



  - 경찰징계

2. 강의목표

  - 경찰징계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징계

    절차에 대한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의 징계의 사유와 징계종류 현행

    경찰징계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7) 경찰징계

p254~260

  · 경찰공무원징계령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찰퇴직 관리

2. 강의목표

  - 경찰조직의 퇴직관리 개념과 현황 

    그리고 유형에 대한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퇴직관리의 실태와 유형, 

    퇴직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7. 경찰인사관리

    1) 경찰퇴직관리

p275~280

- 참고자료

  · 경찰교육원 퇴직관리 

   프로그램(공로연수과정)

   과 경찰 전직 지원센터에 

   알아보기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경찰윤리

2. 강의목표

  - 경찰윤리의 개념과 경찰부패에 대한

    학습, 경찰 권한 남용과 경찰윤리

    강령에 대한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의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과 

    경찰부패의 개념과 현황, 소청심사

    사례를 통한 경찰부패 사례연구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7. 경찰인사관리

    2) 경찰윤리

p281~297

- 참고자료

  · 해양경찰청 감사 

    감사관 윤리강령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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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경찰 관리

2. 강의목표

  - 경찰 생산성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의 생산성 개념과 측정에 대한

    한계, 전통적 측정방법과 새로운 

    측정방법에 대한 차이와 변화에 대한

    원인을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8. 경찰관리론

    1) 경찰생산성

p299~313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찰 관리

2. 강의목표

  - 경찰예산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예산의 개념, 목적, 한국 경찰의 

    예산과 특징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8. 경찰관리론

    2) 경찰예산

p313~325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경찰 관리

2. 강의목표

  - 경찰기획 및 정책 결정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 기획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8. 경찰관리론

    4) 경찰기획 및 정책결정

p343~363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종류에 대한 학습, 경찰기획과정과 

    정책 결정 모형이론에 대한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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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경찰 운용론(순찰)

2. 강의목표

  - 경찰의 순찰 활동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 순찰 활동에 대한 개념과 방법,

    기술과 전략에 대한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9. 경찰운용론

    1) 경찰운용의 의의

    2) 순찰

p365~391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찰 운용론(경찰 교통관리)

2. 강의목표

  - 교통경찰의 개념과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교통경찰의 업무와 단속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활용)

9. 경찰운용론

    3) 경찰교통관리

p392~407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6조, 제49조, 제64조,

    제151조~제154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 빔프로젝터,, PPT활용)

3

1. 강의주제

  - 경찰 운용론(범죄 수사)

2. 강의목표

  - 경찰의 업무와 범죄사수에 대한 

    개념과 수사 과정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의 수사권과 범죄 수사의 원칙과

    구체적 방법에 대한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9. 경찰운용론

    4) 범죄수사

p407~423

-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제195조~

   198조, 범죄 수사규칙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3조~16조의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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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2. 강의목표

  - 경찰지역사회 관계의 이론적 

    접근 방법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지역사회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접근방법, 바람직한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위한 접근방법,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10. 경찰과 지역사회관계

    1) 경찰-지역사회관계의

       이론적 접근

p425~435

- 과제(13주 제출)

  · 지방자치 경찰제도의 

    장단점 및 일본의 자치

    경찰제도와 비교하시오. 

    (팀 과제)

- 참고자료

  · 경찰관 직무집행법

2

1. 강의주제

  - 지역사회 경찰 활동

2. 강의목표

  -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가치와 한계,

    지역사회 경찰 활동 특징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경찰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학습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참고자료, 

11.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 및 한계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p457~484

- 참고자료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PPT활용)

3

1. 강의주제

  - 지역사회 경찰 활동

2. 강의목표

  - 지역사회 경찰 활동 프로그램과 

    새로운 경찰 활동 전략에 대한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Hot spot Policing, Intelligence Led

    Policing, Evidence Based Policing,

    Predictive Policing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11. 지역사회 경찰활동

    4) 새로운 경찰활동전략

p484~494

- 참고자료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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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경찰조직 변화

2. 강의목표

  - 경찰조직 변화의 발생원인과 변화의

    목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조직 변화의 발생원인을 파악

    하고 바람직한 목표 설정(참여조직

    모델 발전, 문제해결과 예방, 적응과

    기획) 경찰조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전문가 활용, 자기관찰)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12. 경찰조직의 변화

    1) 경찰조직 변화의 의의

p496~500

- 참고자료

  · 경찰관 직무집행법

2

1. 강의주제

  - 경찰조직의 변화

2. 강의목표

  - 경찰조직의 변화 실행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조직의 변화 설계와 실행(업무

    수행 차이의 확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적합한 분위기 형성, 

    문제의 진단, 대안 전략의 확인, 

    변화전략의 선택, 실행전략의 결정 

    및 실행)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12. 경찰조직의 변화

    2) 경찰조직 변화의 실행

p500~520

- 참고자료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경찰조직의 변화

2. 강의목표

  - 경찰조직의 변화 접근 및 방향

3. 강의 세부내용

  - 경찰조직 변화(개인적 변화, 조직의

    구조 및 체계변화, 조직 분위기 및 

    인간관계 방식의 변화, 변화의 지속)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참고자료, 

    PPT활용)

12. 경찰조직의 변화

    3) 경찰조직 변화의 접근

       및 방향

p520~536

- 참고자료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부교재

  · 새로 쓴 경찰 행정학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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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