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신입생 모집안내
· 모집 과정 : 석사학위과정
· 모집 전공 : 산업보안, 소방안전정책, 과학수사
· 지원 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또는 예정자), 법령에 의거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전형 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
· 전형 시기 : 연 2회(5월, 11월 경)

융합보안학과

· 인터넷 원서접수 이용 문의처
- (주)진학사(어플라이뱅크) (www.applybank.com)
- 콜센터 : 1544-7715 Fax : 02)735-8432
- E-mail : apply@jinhakapply.com
· 강의 운용 요일 및 시간: 토요일, 09 : 00 ~ 17 : 00
· 장학제도 및 특전
- 전 신입생(취업자)과 전 재학생(취업자)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 혜택 : 등록금의 15%~50%
- 우리 대학(원)과 협약한 기관 / 단체 재직자는 등록금의 30%~50%
- 경기도 도내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재직자 30%~50%
- 대학원에서 경력 및 자격이 인정되는 자 15%~30%
- 산업보안전공자의 경우 50% + α 추가 장학금 지원
- 동창회 장학금 등 학생회 봉사활동 및 특별한 경우 외부장학금 지급

민 족애를 바탕으 로
인 류사회 에 공헌 하는 융합보 안 전 문가 양성.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nvergence Security

Dankook
University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52 대학원동 411호
TEL: 031-8005-2232~3 FAX: 031-8021-7138
http://gslp.dankook.ac.kr

For the best practical education of convergence securit y

학과 세부 전공
산업보안 전공

사회

주요 교과목
전반적으로

보안과

과학수사 전공

Convergence Security
For Industrial and Social Protection
67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단국대학교는 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통합적 보안

융합보안학과는 경찰, 정보기관, 군, 보안업체,

래 보안산업을 선도할 교육기관으로서 나날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

소방, 공항만, 정부·공공기관 등의 실무가를

이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정보화 사회

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 학

주된 대상으로 산업보안, 재난안전, 수사 실무

로 진입하면서 사이버공격, 개인정보침해, 산

과는 법학·공학·경영학·수사학 등의 다 학제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이 풍

업기밀유출, 재난 사고 등의 문제가 고조되고

융합 지식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력을 양성하

부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교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안산업이 미래 신 성장

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류와 Global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최고의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로 커지고 있습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다.

강사진

융·복합적

지식을

갖춘

- 산업보안학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 산업기술 보호법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연구소, 대학

- 융합보안기술연구

등에

- 국가정보보안론

보안

전문

인력

산업보안전공에서는

소방안전정책 전공

관련된

수요가

이를

위한

급증할
체계적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을

실시하고

- 국가방첩론

있습니다.

- 사이버 보안론 등

대형화재, 테러, 전염병 등 각종 사회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 소방원론

소방안전분야를 특화 한 전국 최고의 학과를 추구합니다. 이에

- 재난관리론

대한 국가 소방안전정책 핵심인재 뱅크 구축과 산업체 소방안전

- 재난예방실무

및

소방안전

- 화재조사방법론

전문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의 재난 예방 일익을 담당하고자

- 소방전기기설론

합니다.

- 소방유체역학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범죄도 다양화 및 지능화되어 한정된

- 과학수사

인력과 장비로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 수사보안법제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사 및

- 사이버경찰활동

민간조사 분야를 전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사

- 범죄심리학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민간조사 분야에

- 범죄 프로파일링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고

- 디지털포렌식과 법률

있습니다.

- 민간조사 등

￭ 이환수 (단국대 융합보안학과)

￭ 채성준 (건국대)

￭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 이영일 (중앙대)

￭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 이기수 (경찰대)

￭ 이양형 (단국대, 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 정익우 (변호사)

￭ 김수정 (단국대, 前 울산경찰청장)

￭ 정태황 (한서대)

￭ 권세진 (서강대 법학연구소)

￭ 손상철 (국제사이버대학교) 외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 학술 네트워크 및 주요 행사

차세대 국가산업인 보안 분야에서 세계 제일

· 동문회

의 보안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꿈을 단국대학

- 67회에 걸쳐 3,500여 명 졸업

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를 통해 실

- 행정법무대학원 총 동문회의 정회원 활동

현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협약기관
- 경기도청/용인시/성남시 등 도내 각종 기관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기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하는
2017 년 산업보안 특성화학과 지원사업 선정

- 서울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현대건설㈜

신입생 환영회, 현장 실습,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문회

- 육군 3군 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정보사령부와 학군 협약 체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구성원 간 교류 및 친목 도모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는

”

융합보안학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과 과정의 운영과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전문교육을 통하여 보다 실천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융합보안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 또는 종사 예정인 직업인들에게는 보안 전문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 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술 및 친목 행사를 통해 명실 상부한 국내 최대 보안 인력 네트워크 허브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