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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 제정 이후 국가관과 봉사정신에 투철한 신념의 경찰인을 양성해 왔으며, 

2016년 아산으로 이전하여 경찰학문 발전의 중심대학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KNPU), 
established in 1979, is the leading institute of police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KNPU puts an emphasis on offering individuals a nurturing environment that develops the students 
as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who are full of devotion to justice and service to the people.

History 1970s 1980s

1979.12.28 경찰대학 설치법 공포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stablishment Act enacted

1980.  8.  1 부설 치안연구소 개설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Science established

1981.  3.  9 제1기생 입학
 First KNPU students admitted 

1981.10.28 경찰대학 용인캠퍼스 기공 (개교기념일)
 Construction of KNPU Yongin Campus begun 
 (anniversary of school foundation)

I will be a sincere guard of our country, 
putt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safety of
the citizen before my own interests.

Country

I will be a fair and reliable police officer,
standing against any injustice, firmly
holding unto what is right.

Justice

I will be a leader who can reason and 
uphold honor, avoiding any conflicts 
with personal interests while clearly 
discerning what is right and wrong.

Honor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자신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내 조국을 지켜나간다.

조국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배척하고 

바른 것을 굳건히 지키는 

공명정대한 경찰인이 된다.

정의
국가와 경찰에 대한 사사로움 없는

충성심으로 이해를 초월하여 

선악과 시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청렴결백한 지도적 인격자가 된다.

명예

2010s

1983. 1.22 용인캠퍼스 이전
 Moved to Yongin Campus

1985. 4.  9 제1기생 졸업
 First students graduated

1989. 3.  1 여학생 선발
 First female students accepted

2015. 2.26 특별 전형제 도입
 Special admission system introduced

2015. 3.18 경찰대학생 ·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개최
 Joint appointment ceremony held for KNPU students
 and police officer candidates

2016. 2.29 아산캠퍼스 이전
 Moved to Asa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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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도서관   Library Building

연구강의동   Research & Lecture Building

본관   Main Building

캠퍼스 가벽   Walls of KNPU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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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information

To successfully complete a four-year degree course at KNPU, 

students must earn 154 credits, which are composed of law, public 

administration, police science, and liberal arts.

KNPU provides students with an enhanced qu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prepare them for leadership in changing and increasingly 

complex profession, in addition to cultivating a sound mind and body.

● Liberal arts

● Law or Public administration major

Especially, students can improve their abilities as police officers 

through police science course and gain in-depth knowledge through 

intensive courses in police science during senior year.

● Police science

● Selective intensive courses 

(Concentration, Minor, Integrated track)

융복합 치안 
전문 능력을  
키우다

해마다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청년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입학하는 

경찰대학은 인문학적 소양과 융복합 치안전문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글로벌 경찰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Developing multidisciplinary
& professional capability for 
integrated policing
KNPU, the cradle of young students to become 
police officers of devotion to the county and service
to the people, cultivates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with knowledge of humanities and capability for
integrated policing, and offers a global standard in 
police education for the future.

교과과정

경찰대학생은 4년간 1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력, 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 교육과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술능력, 실무적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일반학 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양

● 일반학 전공

경찰학 전공 교육을 통해 경찰업무 수행능력을 심화하고 3학년부터는 

심화전공, 부전공, 융복합트랙 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학술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찰학 전공

● 선택심화과정 (심화전공, 부전공, 융복합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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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현장 감각을  
높이다

우리는 학문의 경계를 넘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찰 실무실습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Enhancing field capability through experience
Students are required to learn academic subjects as well as practical skills necessary for working in the actual field. 
They can build up the necessary professional capability to deal with public demand for security and safety in 
a rapid-changing future society.

경찰실무실습

계절학기 기간 중에는 경찰관서실습을 실시하여 경찰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실무 수행 능력을 향상합니다. 한편 경찰업무에 

필요한 사격과 외국어, 정보화 등의 자격요건 취득을 위한 실기실습  

프로그램을 학장지정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서실습

● 실기실습 프로그램

Practical operations training

Practical operations training at police stations during seasonal 

semesters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ous daily field police operations, thereby developing practical 

skills required for proper law enforcement. KNPU also has a variety 

of training programs for students such as marksmanship training, 

foreign language class, and IT-based education.

● Practical field training at police stations

● Practical exerci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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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과정

● 치안정책과정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융합 행정의 마중물’이란 모토로 총경 및    

중앙부처 · 공공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프로그램입니다.

● 기본교육과정

경정 · 경감급 경찰간부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원이 공감

하는 리더십을 함양하고, 최일선 실무책임자로서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지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Job training courses
● Law & Order Policy course

This course is designed to educate police officers with the rank of 

senior superintendent as well as other senior government officials 

with a motto of ‘foundation of integrated administration for 

improving the public order and security environment’.

● Basic job training courses

These courses are offered to mid-level officers with ranks of 

superintendent or senior inspector, and to provide them with 

theories on public safety, leadership skills, and decision-making 

capabilities as commanding officers in a rapid-changing social 

environment.

기본교육과정   Basic Job Training Courses

치안정책과정   Law & Order Policy Course

치안정책과정   Law & Order Policy Course

기본교육과정   Basic Job Training Courses

기본교육과정   Basic Job Training Courses

경찰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Introducing a new paradigm of police education
To develop leadership skills required for mid-level police managers, KNPU provides students with 
various job training courses tailored and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lice field operation areas. 
As such, KNPU aspires to present and lead a new paradigm in police education suitable to cope with 
rapid-changing security issues.

경찰대학은 현직 중간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현장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각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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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치안 지식을 
선도하다

KNPU creates intimate knowledge of Smart Policing
KNPU research on the application as well as the theories on policing and develops the policies on wide range of
social safety, thereby creating new value as the global leading university of police science.

치안에 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에 대한 연구, 치안업무 전반에 대한 시책을 개발 · 보급하고, 

경찰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

●  종합적인 치안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1980년 설립되었으며, 미래 

치안예측을 통해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의 융합연구를 수행

하는 치안분야 종합 연구기관입니다.

치안대학원

●  복잡하고 다양한 21세기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치안분야의 고도화된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2018년 3월에 

개원됩니다.

연구기구 설립 · 운영

●  경찰대학은 치안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4개 연구기구를    

설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기구에서는 정책 및 제도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드론시큐리티연구원,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UN경찰연구센터, 

수사과학연구센터, 위기협상연구센터, 사회안전과 법 센터, 국제범죄

예방환경설계연구원 등

Police Science Institute (PSI)
●  PSI was established in 1980 to provide relevant and timely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police. 

PSI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ecurity and police related 

research that seeks to make effective policy-making on public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Graduate school of police science 
●  The graduate school of police science, which is scheduled to open 

in March 2018, is a n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that will cultivate 

experts and encourage advanced research on policing and police 

science in order to meet public demands on security and safety for 

the present and future.

KNPU Research Centers 
●  KNPU runs 14 research centers specialized in in-depth researches 

on various areas of police science. Each institute makes various 

contributions to policing policies and practices by carrying out 

quality research, hosting academic seminars, providing training 

programs, and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  Drone Security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Cybercrime 

Research Center, UN Police Research Center, Forensic Investigation 

Research Center, Crisis Negotiation Research Center, Social Safety 

and Law Center,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PTED, etc.

드론시큐리티연구원   Drone Security Research Institute UN경찰연구센터   UN Police Research Center



정의를 지키고
옳음을 세워라

경도관   Gymnasium

실내사격장   Indoor Shooting Range

학생회관   Student Hall

생활관   Dorm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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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배우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높이다

캠퍼스 생활을 통해 이해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진정한 치안리더로 거듭납니다.

Raising competitiveness by self-governing educa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gain communication as well as leadership skills based on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campus life. Students are also encouraged to become leaders who are appreciative of 
the importance of self-governing and sense of responsibility through autonomous student body activities.

학생자치활동

● 총학생회

대학교 자치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구로서 

총학생장 직속으로 5명의 부장과 각 생활관에 학생장, 4개의 자치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명예위원회

학생들의 모범적인 대학생활을 유도하고 명예심과 정의감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총동기생회

학교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합니다.

Student Activities
● General Student Body (GSB)

The GSB is an organization that determines and operates issues 

and matters concerning everyday student activities. It is composed 

of a GSB president, 5 department heads, and 4 dormitory 

representatives.

● Honor Committee (HC)

The HC is an independent and autonomous student body aimed at 

encouraging students to lead exemplary school life and to develop 

the spirit of honor and justice.

● Classmate Committee (CC)

The CC arranges students’ school events and promotes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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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다능한 청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재능을 나누고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재된 젊음과 열정을 표현하며 캠퍼스 생활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젊음과 열정을 나누고 
서로를 성장시키다

Growth by sharing passion and energy
Students are encouraged to join at least one of many student clubs and share their talents, 
an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so as to grow to become well-rounded ‘Cheongramin’ (KNPU man).

Club Activities
● Student clubs: Arts & Performance

‘Ddoari’ (play club), ‘Orgel’ (jazz club), ‘Pureumoe’ (rock band), 

‘Freemania’ (dance club), ‘Hanmadang’ (Korean folk music club)

● Student clubs: Sports & Leisure

Korean traditional archery club, Basketball club, ‘Deuggeun 

deuggeun’ (fitness club), ‘Mupung’ (martial arts clubs: kendo, judo, 

taekwondo, hapkido), ‘Badaragi’ (scuba-dive club), ‘Daedeusin’ 

(badminton club), Firearms club, Alpine club, Swimming club, 

‘Wimbledon’ (tennis), Baseball club, Soccer club, ‘Headongcheong’ 

(Boxing club), ‘Heureum’ (parkour club)

● Student clubs: Press

School magazine publishing committee, B.C.B.S. (broadcasting 

club), School newspaper club

● Student clubs: Religion

Christian students association, Catholic students association, 

Buddhist students association

● Student clubs: Academic

Crime Investigation Research club, C.R.G (Cyber Crime club), 

A.L.S.A (Asian Law Student Association), I.F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club).

● Student clubs: Hobbies

‘Dahyang’ (Tea club), ‘Manpaebulcheong’ (Go club), ‘Miseok’ 

(poetry club), ‘Bityeoul’ (photography club), Sicha (book club), 

‘Yorijori’ (culinary club)

동아리활동

● 공연 동아리

또아리 (연극), 오르골 (재즈), 푸르뫼 (락밴드), 

프리매니아 (댄스), 한마당 (풍물패)

● 레저 · 스포츠 동아리

국궁부, 농구부, 득근득근 (헬스), 무풍 (검도, 유도, 태권도, 합기도), 

바다라기, 배드신 (배드민턴), 사격부, 산악부, 수영부, 

윔블던 (테니스), 야구부, 축구부, 해동청, 흐름 (파쿠르)

● 언론 동아리

교지편집위원회,  B · C · B · S (방송부), 학보사

● 종교 동아리

기독교학생회, 카톨릭학생회, 불교학생회

● 학술 동아리

범죄수사연구회,  C · R · G (사이버수사연구), 

A · L · S · A (아시아법학생연합),  I · F (경찰대학 교환학생동아리)

● 취미 동아리

다향, 만패불청, 미석, 빛여울, 시차, 요리조리

학술과 공연, 스포츠, 봉사, 종교, 언론분야 등 38여 개의       

동아리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의 낭만과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성장해 나갑니다.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to at least one of 38 

student clubs in various areas, students are offered with 

opportunities to not only enjoy campus life but also 

develop various talents and interests.

푸르뫼(락밴드)   Pureumoe (Rock Band)

득근득근(헬스)   Deuggeundeuggeun (Fitness Club) 농구부   Basketball Club 한마당(풍물패)   Hanmadang (Korean Folk Music Club)

무풍(검도)   Mupung (Kendo Club) 범죄수사연구회   CIR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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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365일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청람인의 전통을 이어 자부심을 키우고 

오늘에 안주하기 보다는 내일을 향해 새로운 발자취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람인의 전통을 이어 
위대한 발걸음을 새기다 Inheriting the traditional heritage of Cheongramin and Writing a history

Upholding the heritage of ‘Cheongramin’(KNPU-man), leaving a great legacy.
KNPU students are energetic all year round. Following the KNPU tradition, students with high self-esteem
are eager to step forward making history rather than settling satisfied at the present.

7월

– 여름 계절학기

July
- Summer semester

10월

– 청람대상 시상식

– 국민과 하나되는 어울림 음악회 

– 개교기념일

October
- ‘Cheongram’ Awards ceremony
- Concert for the public
- KNPU foundation anniversary

12월

– 자치근무 교대식

December
- The GSB rotation ceremony

3월

– 신입생환영회 · 졸업생환송회 · 사은회

– 합동임용식

March
- Entrance ceremony, Welcome party for freshmen,

Farewell party for graduates
- Joint Commission ceremony, Graduation ceremony,

Appreciation banquet for faculty

5월

– 청람체전

청람인 뿐만 아니라, 교직원, 의경 등 경찰대학 가족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 매년 5월경에 2일간에 걸쳐 진행합니다.

May
- ‘Cheongram’ Sports Festival
This festival is held for two days every year and it is open to local 
residents as well.

2월

– 겨울 계절학기 

– 신입생 청람교육

– 입학식

– 졸업 및 학위수여식 

February
- Winter semester
- ‘Cheongram’(blue cradle) pre-entrance training for new students
- Entrance ceremony
- Graduation and Commencement Ceremony

4월

– 신입생 환영음악회

April
- Welcome concert for freshmen

by KNPU orchedtra

6월

– 자치근무 교대식

June
- The GSB rotation ceremony

9월

– 청람학술축전

시화전과 미술전, 사진전 등 작품 전시회와 연극공연, 음악연주를 포함한 다양한 동아리활동 

발표회를 통해 평소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찰대학만의 축제입니다.

September
- ‘Cheongram’ academic festival
A unique festival at KNPU, where students can demonstrate talents, skills, and knowledge, 

is composed of a variety of student club activities such as play, concert, performance, 

poetry exhibitions, photography, and others.



명예는 우리를
더욱 뜨겁게 하리니대강당   Main Auditorium

치안정책연구소   PSI

참 경찰인탑   Monument of True Policeman

비룡지   ‘Biryongji’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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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무대를 
세계로 넓히다

국내 12개 대학 5개 기관, 해외 11개국 16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 학생들이 경찰대학의 캠퍼스를 찾아오고 청람인이 세계 유수대학에서 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의 무대는 국내를 넘어 이미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Academic partnership program
KNPU currently has cooperative agreements with 12 universities and 5 organizations in Korea and 16 universities 
and police academies abroad.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come to KNPU while KNPU students go to study at internationally prest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every year. KNPU has expanded its learning environment from Korea to the world.

국제교류 협력

미국 John Jay 대학, Sam Huston 대학, 뉴페이븐대학,

 웨스턴 캐롤라이나대학

중국 중국인민공안대학, 상해화동정법대학

독일 NRW경찰대학

영국 포츠머스대학

케냐 데딘대학

칠레 칠레경찰대학

베트남 인민경찰학원, 인민경찰대학

터키 터키경찰대학

말레이시아 국립말라야대학

인도 인도국립로스쿨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

International partnership

USA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Sam Husto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Haven, Western Carolina University

China Chinese People’s Public Security University,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s and Law

Germany NRW police university

UK University of Portsmouth

Kenya DedanKimathiuniversity of Technology

Chile Chile Police University

Vietnam Vietnamese People’s Police Aademy, 

 Vietnamese People’s Police University

Turkey  Turkish National Police Academy

Malaysia University of Malaya

India National law school of India

Thailand Royal Police Cadet Academy

기관교류 협력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립국악원, 경희의료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한국전인상담문화원

Domestic partner organiz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National Gugak 

Center, Kyunghee University Healthcare System,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Integral Counseling Center of Korea.

국제경찰교육훈련연구센터

치안 한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경찰교육훈련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청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연계를 통해 

치안부분에서의 공공개발원조 (ODA)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05년 ~ ’15년, 전 세계 69개국 개도국, 1,139명 외국 법집행기관     

근무자 대상 초청 연수 실시

●  2016년 5월 국제 경찰교육훈련 연구센터 설립, 초청연수 사업 추진체 

통합을 계기로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을 통해 치안한류 확산의 중심 

역할 수행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e Education and
Research

In order to spread the “Korean wave” on policing, KNPU has established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e Education and Research, which leads 

and carries out the govern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2005 ~ 2015 – 1,139 personnel in law enforcement agencies from 69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vited for training sessions

 ●  May 2016 –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Police Education 

Research Center, in the wake of a merger of invitational training 

promotion bodies. The International Police Education Research 

Center is central to spreading a “Korean wave” in security through 

cooperative educ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내교류 협력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경기 단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원 한림대학교

대구 계명대학교

충남 순천향대학교

Domestic partnership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ngguk University

Gyeonggi     Dankook University, Yongin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Ajou University

Gangwon     Hallym University

Daegu     Keimyung University

Chungnam     Soonchunhyang University
코이카 과정   KOICA Training Course 대학생 국제치안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licing 아시아경찰대학생 초청행사 (PA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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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사회공헌 기능을 확대하고 봉사하는 지성을 실천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교육과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학습지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청람인과 직무교육과정 교육 경찰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능기부’, 

‘나눔울타리’ 활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사회와 나누다

Sharing knowledge and expertise with local community
To build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the students of KNPU join a wide range of community activities including 
traffic security education for children, youth police academy, and volunteer tutoring for under-privileged youth. 
By voluntary donation of talents and “Sharing Fence” activities, KNPU students are building a society of 
synergistic co-existence with community.

‘마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Volunteer for Village Wall Painting

어린이 교통교육   Traffic Education for Children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Youth Police Academy

해외 봉사활동   Overseas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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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PU Mission

KNPU aspires to become an ideal university for
education of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in public service 
and for research of innovative knowledge on police 
science, thereby contributing to social development of 
Korea and of the world.

경찰대학은 바른 인성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치안을 선도하는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교육

인프라
Infra

사회공헌
Social Responsibility

연구
Research

Education

The National Hub of 
Expertise in Policing

Vision
글로벌 치안 인재와

지식의 산실

바른 인성과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 리더십과 인성의 핵심역량 개발

• 융 · 복합 치안전문능력 배양

• 미래변화 대비 글로벌 역량 강화

Fosters the global police leader with upright personality and expertise
• Developing core competence in leadership and character
• Improving professional skills in integrated policing
• Enhancing global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future change

세계 일류 치안중심대학 인프라 구축

• 치안종합대학 도약을 위한 기반 확충

• 교육 · 연구 중심 행정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Constructs the top class security infrastructure
• Expanding the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police university
• Creating an education- and research-oriented administrative system
• Establishing a sustainable financial foundation

Leads the innovation and creation of security knowledge
• Establishing a role as an international security research hub
• Creating and sharing security expertise
• Building infrastructure to encourage R & D activities

미래 치안지식의 선도적 창출

• 치안분야 국제적 연구 허브로서 역할 정립

• 치안분야 전문지식 창출 및 공유

• 연구 활성화를 위한 R&D 기반 구축

사회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가치 실현

• 국내 · 외 치안지식 전파의 중심역할 수행

• 나눔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Creates shared value by voluntary services of the Korean police
• Playing a central role in expan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knowledge

•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sharing activities

경찰대학 교육이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