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순환 범죄학 강의계획서
경찰간부

1. 강사 : 장승일 교수 
2. 일정 : 2021년 3월 2일(화) ~ 4월 2일(금), (화~토)  총24회
3. 시간 : 09:00 ~ 12:30 (1일 3교시로 진행)       
4. 교재 : [주교재] 장승일 범죄학 (좋은책, 2021) 

1. 1년 과정 개관

1순환 기본서 강의 (실강 24회 = 인강 72강) 
[교재] 장승일 범죄학 (좋은책, 2021)
[강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한 이론수업과 보충교안, 보충문제풀이(오엑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2순환 기출문제집 강의 (실강 18회 = 인강 54강)
[교재] 객관식 범죄학 (좋은책, 근간)
[강의] 1순환 때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진도에 맞추어 객관식 문제풀이를 합니다. 

3순환 모의고사 강의 
실제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동형모의고사를 1일 40문제씩 풀고 해설강의를 진행합니다.
1교시당 20문제씩 해설하고 1일 2교시로 진행합니다.

2. 1순환 강의 방법
  (1) 1순환 기본강의의 주된 목표는 막연한 범죄학의 범위를 가시화하는 데 있습니다.     

수험에서의 범죄학은 양을 늘리지 않는 것, 깊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최대관건입니다. 
다양한 예시를 통한 충분한 이해, 출제포인트의 단권화를 통해 범죄학의 기본 틀을 잡는 
강의입니다. 

  (2) 경찰간부시험에 처음 추가되는 과목인지라 경간기출문제는 없지만 유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바탕으로 오엑스 문제풀이를 병행하여 수업합니다. 기본서를 수회 읽고 
밑줄을 치는 것보다 강의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곧바로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하고 암기
하는 것이 더 수험에 적합합니다. 수업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3) 1일 3교시로 수업을 진행하고 쉬는 시간은 15분씩 두 번입니다. 



3. 1순환 강의 예상 진도표

 

 

회차 날짜 수업범위
1 3/2 (화) 범죄학총론 오리엔테이션/ 범죄의 개념과 범위
2 3/3 (수) 범죄학의 연구방법
3 3/4 (목) 범죄통계와 암수
4 3/5 (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5 3/6 (토) 원인론 고전주의/ 학자
6 3/9 (화) 실증주의/ 학자, 신고전주의
7 3/10(수) 생물학적 원인론
8 3/11(목) 심리학적 원인론(1)
9 3/12(금) 심리학적 원인론(2)
10 3/13(토) 사회학적 원인론 (1) 
11 3/16(화) 사회적 원인론 (2) - 사회구조 이론
12 3/17(수) 사회적 원인론 (3) - 사회구조 이론
13 3/18(목)  사회적 원인론 (4) - 사회과정이론
14 3/19(금)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15 3/20(토) 범죄학의 새로운 경향 (범죄이론의 통합)
16 3/23(화) 범죄유형론 범죄유형론
17 3/24(수)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18 3/25(목) 범죄예측론
19 3/26(금) 사법정책론
20 3/27(토) 형벌론
21 3/30(화) 보안처분론
22 3/31(수) 소년범죄론
23 4/1(목) 범죄피해자론
24 4/2(금)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