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학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25.(화) 조간

누리망･방송

2022. 1. 24.(월) 12:00부터

담당 부서

경찰대학 교수부
기획협력과

책임자

총경

김재미 (041-968-2070)

담당자

경정

하만원 (041-968-2055)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30일 실시
-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 사전공고 -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발시험 일정은 경찰대학 누리집과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
(gosi.pol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다.
올해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
(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과목별 반영 비중은 3개 선발 분야별 경찰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 일반: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 세무회계: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 사이버: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 사전공고 주요내용
 (선발 인원) 총 50명: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선발 일정)
시험 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5. 27.(금)

5. 27.(금)
~ 6. 6.(월)

7. 30.(토)

12. 15.(목)

 (시험 과목) 객관식 5과목(필수 4, 선택 1), 영어·한국사 검정제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붙임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개편
영어·한국사 과목 대체 검정시험

붙임 1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개편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 및 과목 간 비중
구 분

필기시험 과목
▸필수 :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일반

▸선택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中 택1
▸과목 비중
-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필수 :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

경찰간부
후보생

세무회계

▸선택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中 택1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필수 :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네트워크 보안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
사이버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中 택1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

필기시험 과목당 40문항

붙임 2

영어·한국사 과목 대체 검정시험

❍ 영어·한국사 과목 대체 검정시험 종류와 기준점수 및 유효기간
구

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 목

영어

한국사

※

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토익 : 625점 이상
▸토플 :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텝스 : 280점 이상
▸지텔프 : Level 2 50점 이상
▸플렉스 : 520점 이상
▸토셀 : Advanced 55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유효기간

3년

4년

2022년 기준, 영어의 경우 2019. 1. 1. 이후, 한국사의 경우 2018. 1. 1.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 제출

❍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사전등록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www.gosi.kr → 회원 가입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 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등에서
승진 · 연수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 토셀(TOSEL)은 사전등록 안됨.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 플렉스(FLEX)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