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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교과목

● 교과목 개요
재난관리론(Disaster Management)
현대는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 핵심기반 재난, 국민생활
안전 위기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재
난관리를 학문적 측면에서 재난관리의 개념과 재난의 유형 및 이에 따른 재난관리의 과
정을 살펴보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단계, 재난관리의 법 제도와
행정 체계,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등 재난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경찰학개론(Theory of Police Adminstration)
현대사회에서 위기관리는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
축하는 것”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위기관리 행정 체계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험의 예방과 장해의 제거 등의 기능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 과
목은 위기관리 행정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 등을 살펴보며, 경찰정책, 경찰조직, 경
찰재무, 경찰인사 등 경찰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다.
소방학개론(Introduction to Fire S afety and Aid)
현대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와 건물의 고충화 밀집화 및 지하심층화 등이 심화됨에 따
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재난 및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으며, 이에 위기관리체계에서 소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과목은 소방의 개념, 연
소이론, 화재이론, 소방원리, 예방활동, 건축물 방화계획 등에 대하여 기본적은 이론을 습
득하며, 위기관리 행정 체계에서 소방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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