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과 수시합격생에게 드리는 글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이 형 민 입니다.
먼저,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룬 여러분들께 박수와 더불어 앞으로의 힘찬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늘 힘써 주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합격생 여러분!
그동안 각자 여러 상황에서의 길을 지나 이제 서로 공유되는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교수들도 같은 자리에 또 초심으로 섰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들과 교수들, 그리고 학교 및 학과 시스템이
같이 노력해 나갈 때 여러분의 꿈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학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면접 때 잠시 언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대(2년제) 경찰행정과와 4년제 경찰행정과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저도 4년제 경
찰행정학과를 외래교수로 자주 출강해봐서 아는데 전문대 경찰행정학과는 시간표가 거의 경찰
채용시험과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년제 경찰행정학과는 폭넒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
고 교양 및 인접과목 등 다양한 과목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4년제의
경우 경찰 채용과목들이 1,2,3,4학년에 분산배치 되어 있으므로 좀 유명한 대학교의 경찰행정학
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목표로 하는 길은 다 비슷하므로 경찰채용시험을 목표로 3학년 때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편입을 하거나 심하면 자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더 빨리
경찰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채용시험 과목들이 2년 동안 집중 배치되어 있는 전문대 경찰
행정학과로 입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봅니다.
둘째, 어떤 채용시험이든간에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는 학원의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습
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는 대구에서 경찰학원으로 좀 유명한 한국경찰학원과 “가족회사”를 체결
하여 일주일에 이틀 학원강사분들이 우리 학교로 출강하여 4시간씩 채용시험 주요 과목들을 직접
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따로 가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
을 복습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여 무료 제공을 해 드립니다. 아울러 더
공부를 위하여 방학기간에 위 학원 수강시에는 출석률을 참고하여 학원비 감면 등 장학금 혜택
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4시간씩 취업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지도하
고 있습니다.
셋째, 졸업 후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일반전형으로 들어가기 힘든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
대학교 등과 무시험 연계편입제도가 있어 추천으로 3학년으로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위의 각
학과별로 2-3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으로는,
경찰채용시험에 합격하면 모든 합격생들이 입교하여 교육받는 충주소재 ‘중앙경찰학교’가 있는데 그곳
에서 6년 동안 교수요원을 한 교수님도 작년에 우리 학과로 와서 그 방향성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 그곳에 외래교수님으로 역임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3분이 계십니다. MOU는 당
연히 우리 학교와 체결되어 있구요.
장학금제도는 입학시 수업료의 50%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학교 차원의 특별장학금이 있으며
Police 면학지원장학금, Only1 폴리스장학금, 프렌드십 장학금, 성적장학금 이외 외부 스폰서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우리 학과가 현재의 성요셉관에서 바
로 옆 건물인 경복관 8층으로 이사를 하여 컴퓨터실 등 더 쾌적한 환경과 공간에서 1학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합격생 여러분!
우리 학과의 슬로건이 ‘학생들의 꿈이 교수들의 꿈이다’입니다. 4년제는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분위기라면 전문대는 교수님들이 같이 좀 더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렇다고 통제하는 것은
절대 아닌 분위기이므로 우리 학과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 훨씬 유리한 길과 시스템을 제공한다
고 자부합니다. 지금 수성대학교 경찰행정과는 경찰관 배출 등 일취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른 제2차 경찰시험에 4명이 합격하였으며(9.25), 경호경비 분야로 삼성계열인 휴먼TSS와 ADT
캡스 등 경호업체에 10명 정도가 조기 취업하였습니다. 경찰시험의 경우 여경 시험이 남경 시험보다
좀 더 어려운데 여학생들의 합격 비율도 높습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1년 전체가 아닌 한기수에 6
명이 합격하고 또, 그중에서도 3명이 여경 합격생이었습니다.
합격생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3월 길을 안내
해 주시는 멋진 교수님들과 함께 알찬 시스템,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수성대학교 경찰행정
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인연이 되었으면 꼭 책임
을 진다는 자세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이 형 민

※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편지 내용은 부모님들과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 : 010-9560-5976 / 053-749-7060, 7143
▪ 문의 전화

신성대 교수(행정학박사) : 010-2878-6549 / 053-749-7144
이정기 교수(법학박사) : 010-5923-0895 / 053-749-7149
경찰행정과 사무실 : TEL 053-749-7140 / FAX 053-749-7452

♠ 수성대학교 장학제도 ♠

수성대학교의 장학제도

우리 학과만의 장학제도
♠ Only 1 폴리스 장학금: 수시입시 오직 수성대학교 경찰
행정과만 지원해서 등록하는 경우 장학금 30-50만원 지급
♠ 프렌드 십 장학금: 다른 지인이나 친구를 지원하게 하고
등록하게 하는 경우 장학금 20만원 지급
♠ 외부 스폰서 장학금: 외부로부터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수 추천에 의해 장학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