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자격증 취득 

- 경찰공무원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 5점 이상 취득

경찰행정학과 졸업인증조건

구분 졸업인증조건

단일전공
① 자격증 취득

(예외 : 조기졸업자, 졸업연기자, 취업생중 자격증 미취득자는 *졸업시험 통과)

복수전공

부전공

※ 복수전공, 부전공 : 타학과 학생이 경찰행정학과의 복수·부전공 이수를 말함.

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ㆍ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

 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

 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
산업기사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이상

일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동 -공인노무사

무도 -무도4단 이상 -무도2ㆍ3단

부동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졸업시험 

  - 졸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미비자는 사정과 사안에 따라 교수회의를 통해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시험과목 문항수 점수 통과기준

경찰학개론

과목당 1문제, 

총 3문제

과목당 100점 만점, 

총 300점

Ÿ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 취득

Ÿ 1과목이라도 70점 이하이면 불합격
형법총론

범죄학개론

※ 문의 : 경찰행정학과 ☎031-450-5342

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재난

ㆍ

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급

의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
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허 -변리사  

건축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
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기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전기ㆍ전기공사기사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