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순환
헌법 강의계획서경위공채

1. 강사 : 강성민 변호사
2. 일정 : 2022년 12월 16일(금) ~ 22년 1월 12일(목), (월~토)  총24회
3. 시간 : 09:00 ~ 12:30
4. 교재 : Signature 경찰 헌법 (좋은책)
※ 세부일정은 하단 예상진도표 참고

1. 1순환 강의 특징

  (1) 헌법은 추상적이고 막연하지만, 헌법은 재미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헌법은 추상적이고 정치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연하게 접근해서는 끝까지 발목이 잡히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수만개의 판례를 단순히 암기만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
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
여야 합니다. 

  (2) 전 직렬 기출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출제경향 예측
저는 모든 직렬의 헌법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고 검토하여 강의를 하고 있
고 이를 교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 헌법에서도 출제경향은 타 국가시
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방대한 헌법의 학습량!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1순환 강의만으로 합격권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학습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시그니처 경찰 헌법”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3) 변호사 8년, 헌법 강의 8년. 경찰간부 진입 첫 해 수강생수 1위. 
변호사시험 메가로이어스 공법 온/오프라인 수강생수 1위, 합격 인증 1위, 커뮤
니티 언급 횟수 1위, 온라인서점 공법 영역 교재판매건수 1위. 숫자와 경험이 
증명합니다.
73기 경위공채 헌법에서도 여러분의 합격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여러
분을 믿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반드시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2. 1순환 강의 예상 진도표 

회차 일자 수업범위 비고
1 12.16.(금) OT
2 12.17.(토) 기본권총론
3 12.19.(월) 기본권총론
4 12.21.(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14:00 ~ 17:30
5 12.22.(목) 행복추구권
6 12.23.(금) 평등권
7 12.24.(토) 신체의 자유
8 12.26.(월) 신체의 자유
9 12.27.(화) 사생활 영역의 자유 10:00 ~ 13:00
10 12.28.(수)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14:00 ~ 17:30
11 12.29.(목)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12 12.30.(금) 경제적 자유
13 12.31.(토) 경제적 자유
14

1.2.(월)
청구권적 기본권

오전, 오후 연강
15 사회권적 기본권
16

1.3.(화)
사회권적 기본권

오전, 오후 연강
17 헌법총론
18 1.5.(목) 헌법총론
19 1.6.(금) 헌법의 기본원리
20 1.7.(토) 헌법의 기본원리
21

1.9.(월)
정당제도

오전, 오후 연강
22 선거제도
23 1.10.(화) 공무원제도 10:00 ~ 13:00
24 1.12.(목) 지방자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