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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찰무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적인 측면에서 현대화

된 체육관으로 적정면적(8.5㎡/1인당) 이상되어야 하고, 현재 4가지의 선택종목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용가능

성이 있는 다양한 무도종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경찰무도의 교육프로그램 측

면으로 무도와 체력은 분리 교과로 이루어져야하며 수업시수의 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흐름에 맞게

4개의 종목으로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수도, 우슈쿵푸 등이 다양한 종목이 늘어나야 하고, 선택무

도에서 현장에서 실용적인 경찰무도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연결해야 한다. 셋째, 전문적이고, 높은 학습효과

를 위해서는 교육경찰무도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무도 교수요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

부 전문가의 임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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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try to present the evolutionary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police martial arts

education. First, the facilities for martial arts training and modernization of its proper area 8.5㎡/1 person should

be over. There is a need for facilities that can be trained in various martial arts event takes place. Second, if

you loo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police martial arts, martial arts and physical

fitness is to be carried out in the separation subject, there is a need for expansion of classes. Third, technical,

due to the high learning effect i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e martial arts materials.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a variety of martial arts professor, appointment of external experts should also try to

take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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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국제화되면서 다양한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

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 더 필요시 되고

있다.

자신의 안전 및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기 위

하거나 경찰관에 대한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능력

이라 함은 단련된 무도능력으로써 경찰은 범죄 현장

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범인을 신속하고 안전하

게 제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13년 경찰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

년까지 10년간 175명의 경찰공무원이 근무 중에 순직

하였고, 한 해 평균 18명 순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1].

각종 언론에 민생치안 강화를 내세우며, 경찰인력

을 1만1,000여명 증원한 결과로 경찰역사가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경찰인력을 대폭 증원

했음에도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경기 605명, 대전 56

6명, 경남 539명 순으로 높았고, 전남이 369명으로 가

장 낮았으며, 서울 383명, 강원 385명, 제주 399명 순

으로 낮은 순을 보였다[17]. 대폭증원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 470명으로 독일 320명, 프랑스 347명, 미국

401명, 영국 403명, 일본 493명에 비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치안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

다[18]. 그러므로 현실에서 충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무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신임경찰 교육기관의

무도교육과정을 파악을 통한 발전적인 제시가 필요하

다.

경찰무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신임경찰 무도교

육훈련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 ‘경찰공무원

의 무도교육과 체력검정제 발전방안’[3], ‘경찰무도의

기초 준거 개발’[4], ‘경찰공무원 무도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 ‘경찰 무도 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

[6], ‘경찰직무수행에 적합한 무술 채택에 관한 연구’

[7]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 경찰무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교육내용적인 연구는 더욱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나음 교육환경인 시설적인 측면과 교육프로그램

측면, 교재개발 측면, 교육자 측면으로 발전방향을 제

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절에서는 경찰무도의 정의와 현황, 3절에서는

경찰공무원 교육 기관과 교육 현황, 4절에서는 경찰무

도 교육의 문제점, 5절에서는 경찰무도 교육의 발전방

향, 그리고 6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경찰무도의 정의와 현황

일반적으로 무도란 신체 각 부위를 사용하여 상대

방의 공격을 피하고, 막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면서

신체의 유용한 부위를 적절히 사용하여 공격자에 대

하여 반격하는 기술로서 심신을 연마하여 인간다운

길을 걷게 하는 운동이다[8]. 무도수련은 체력증진, 건

강유지와 같은 단순한 차원이 아닌 정신적, 교육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9, 10, 11]. 무도는 경찰관의 기본직무능력이며 수양

으로서 단순히 단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대

한 자신과 강인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배양하는데 그

근본적인 뜻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믿음직한 봉사자

로서의 능력이며, 악을 물리치고 선을 보호하며 정의

를 위한 전진으로서 패기를 기르는 능력이기도 하다

[12].

경찰무도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능력이며 수양으로서 단순히 단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대한 강인한 자신감과 건전한 정신력

을 배양하는데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민의

믿음직한 봉사자로서의 능력이며 악으로부터 선을 보

호하며 정의를 위한 전진으로 패기를 기르는 능력이

기도 하다[13].

경찰무도란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강화를 위한 무도활동으로 체력향

상, 건강유지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 체포, 진압, 수사, 경호, 구출 등의 직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신을 이용한 방어와

제압 기술로 이루어진 운동으로 심신강화는 물론 인

간다운 길을 걷게 하는 운동을 말한다. 경찰무도 종목

에는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가 있고, 경찰관들에

게 특별히 보급 전파하고 있는 경찰호신 체포술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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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도훈련장

계
지방청
이상 경찰서 단위

계 556 60 496

본청 6 6 -

교육기관 26 26 -

서울 92 2 90

부산 30 2 28

대구 18 2 16

인천 20 2 18

울산 10 2 8

경기 66 2 64

강원 36 2 34

충북 24 2 22

충남 40 2 38

전북 32 2 30

전남 54 2 52

경북 50 2 48

경남 646 2 44

제주 6 2 4

다.

다음은 관서별 무도지도자 현황<표 1>과 전국 경

찰관서 무도장 현황<표 2>[4]이다.

<표 1> 관서별 무도지도자 현황

출처:홍성정, 2009

<표 2> 전국 경찰관서 무도장 현황

구분
총
관서수
(청+서)

무도훈련장
설치
추진중소계

전용무
도장

타용도
겸용

계 252 233 143 90 7

경찰청 1 1 11

경찰대학 1 1 1

종합학교 1 1 1

중앙학교 1 1 1

서울청 32 32 24 8

부산청 15 15 13 2

대구청 10 10 2 8

인천청 9 9 6 3 1

울산청 5 5 1 4

경기청 33 32 23 9 2

강원청 18 17 3 14 2

충북청 12 11 8 3

충남청 20 16 8 8

전북청 16 16 6 10

전남청 27 24 19 5 2

경북청 25 18 18

경남청 23 21 6 15

제주청 2 3 2 1

출처:홍성정, 2009

3. 경찰공무원 교육기관과 교육 현황

경찰공무원 교육기관으로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이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조직의 현장 경찰관 양성을 목

적으로 경찰공무원법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

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

여 설립되었다. 신임경찰 교육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1987년 9월 18일에 충주시 수안보에서 개교되었고, 중

앙경찰학교장을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교무과, 학생과

의 3과 20계,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교무과에 무도학

과가 포함되어 있다[14].

경찰대학은 1979년 경찰대학설치법이 제정, 공포되

고, 경찰조직의 정예간부 육성을 위한다. 1981년 제1

기생이 입학하여 인천 부평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하여 1983년 현재의 용인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1985년 제1기생이 졸업한 이래 2014년 제30기 졸업생

까지 현재 3,468명(여자 19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

다. 경찰대학장을 중심으로 교수부, 학생지도부가 있

으며, 운영지원과, 교무과 등 10개과(3개 전공포함)가

있다.

경찰교육원은 1945년 조선경찰관강습소를 시작으

로 1946년 조선경찰학교, 1946년 국립경찰학교, 1947

년 경찰간부후보생 제도 신설, 2009년 경찰교육원으로

개칭되었다. 간부후보생 경찰공무원을 교육하는 곳으

로교육원장을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교무과, 학생과의

3개과에 22개 학과로 조직되어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관을 교육을 담당하는 경

찰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표 3>과 같이 기초반, 심화

반 모두 1,190시간의 교육시간 중 무도과목은 90시간,

경찰대학은 한 학년에 43~44시간 중 무도시간이 8시

간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4,480시간 중 무도 512시

간, 체육 256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간부후보생을

교육하는 경찰교육원은 1,820시간 중 120시간을 편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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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교육시간
총

무도시간
1주당
교육시간

중앙
경찰학교

1,190시간 90시간 2.6시간

경찰대학 4,480시간
512시간(무도)
256시간(체육)

4시간
2시간

경찰
교육원

1,829시간
120시간(무도)
35시간(체포술)
65시간(체육)

2.3시간
0.7시간
1.3시간

구분 교육과정 교육과정 현황

중앙경찰학교 무도 체포술+호신술+체육

경찰대학
무도

체육

체포술+호신술

생활체육

경찰교육원
무도 체포술

체육
교육과정 별도구분

<표 3> 경찰공무원 교육기관별 무도교육시간 비율

김한배, 윤익선, 김주연(2014) 재인용 출처:2014 경찰교육훈

련계획(2014)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9월에 개교하여 신임경찰

공무원 및 전․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총 564,168명의 신임 경찰관 및 전․의경을 양성

하였다. 무도교육은 유도, 태권도, 합기도, 검도를 교

육하며, 무도시험에는 공통과목인 체력평가(1, 2차),

체포술, 삼단봉 기술이 있고, 그 외 각 무도마다 평소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채점하여 평가한다[5].

현재 중앙경찰학교 무도 교과과목에는 체포술과 호

신술 그리고 체력단련 과정이 함께 운영되고 있고, 경

찰대학은 무도 교과 과목에 체포술과 호신술이 포함

되어 있고, 체육 교과과목이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으

며, 경찰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무도, 체포술, 체육교과

로 나누어져 있다<표 4>[5].

<표 4>경찰공무원 교육기관별 무도 교과과정 및

현황

김한배, 윤익선, 김주연(2014) 재인용 출처:2014 경찰교육훈

련계획(2014)

종목별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무도의 기초 체력훈

련, 기본동작과 각 무도의 특징 있는 동작들을 교육시

킨다.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경우는 기본발차기 후

제자리 미트차기, 왕복미트차기, 호구 입고 발차기, 약

속겨루기 등 다양하게 교육한다. 이처럼 합기도는 낙

법과 호신술, 검도는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큰머리치기, 빠른 머리치기 등, 유도는 낙법과 구르기

등 각 무도의 기본동작과 특정 동작을 가르친다. 그리

고 합반 수업시간에는 무도 공통 시험과목인 체포술

과 삼단봉술을 가르쳐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일 동작

들을 몸에 익히도록 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실전 연습을 교육한다[2].

4. 경찰무도 교육의 문제점

본 연구는 경찰무도 교육의 문제점을 시설적인 측

면, 교육프로그램 측면, 교재개발 측면, 교육자 측면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시설적인 측면으로 무도장의 시설이 노

후하였고 이마저도 협소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체

육시설을 이용한 수업일 때는 반드시 한 체육시설에

한 분반을 위한 수업이 되어야 함이 기본이다. 그러나

체육과 무도관련 수업시수가 많음에도 교육장소가 수

업 시수를 따라가지 못해 합반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한 장소에 2개의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이

는 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각종 행사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질 장소에서 행사가 실시되어

교육 결손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시설의 공간적인 확충뿐만 아니라 시설의 현대

화까지 함께 개선된다면 경찰무도를 교육함에 있어

부족함 없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 측면이다. 교육프로그램 측면

으로 무도 교육시간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수업

처럼 종목을 선택해서 수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무

도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일

반종목에서 경찰무도적 성격으로 지향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경찰학교 무도교육과정은 한

과목에 무도, 체포술, 체력측정 3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육시간 마저 짧기에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현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도를 교육

하게 하여 다양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해야 하는데 기

존의 4종목의 무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개선 없이 교

육되어 왔고, 체력과 체포 술의 교육내용이 실제 경찰

실무와 연계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경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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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업의 효율성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

된다.

셋째, 교재개발 측면으로 전문적인 경찰무도 교육

을 위한 교재가 개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

육학술정보원과 대형서점에서 경찰무도관련 서적을

검색한 결과 오래전인 1995년 경찰대학에서 발간한

무도교본과 1999년의 오정주의 경찰체포, 호신술교본,

2011년과 2012년 김경배의 경찰호신체포술 등이 있었

다. 이렇듯 타 학문이나 타 교과에 비해 경찰무도 교

육을 위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무도교육자의 측면이다. 무도교육 운영시 교

육생들이 선택한 무도당 70~80명이 정도로 구성되고

있으며, 교수요원 인원이 적고, 실제 실습 과목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효

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교원에 있어서 경찰 내부에서

만 교수요원 임용하기에 무도의 전문성과 교수법, 교

육철학, 다양성 등에 한계가 있어 제한되고 타 교육기

관에 비해 정체되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단일된 교원의 구성은 교육에 대한 한쪽으로 쏠

리는 편중화된 교육이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무능

력과 책무성의 강화를 요구하기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경찰무도 교육의 발전방향

본 연구자는 경찰무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

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적인 측면으로 현대화된 체육관에 적정

면적(8.5㎡/1인당) 이상 되어야 하고, 현재 4가지의 선

택종목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용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는 다양한 무도종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그리고 1종목 1실까지는 아니더라도 2종목 1실

정도의 수준으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교육 뿐

아니라 교육생들의 개인 수련시에도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여야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

다. 이는 현재 경찰무도 교육시설의 원칙이 없기에 이

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1개의 시설에 1

개의 분반인원, 그리고 실기교육인 점을 감안하여 최

적의 교육인원을 고려한 시설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는 것이다. 타 연구에서 보면 일부는 강

당을 무도훈련장과 겸용으로 사용하거나, 근거리에 있

는 사설 체육관에 위탁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 한다[15]. 시설적인 면은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지

만 현장대응에서 가장 직면한 교육을 협소한 공간과

위탁교육을 통한 무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질적

인 무도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

각한다. 효율성 높은 직무수행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적의 무도교육 조건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무도의 교육프로그램 측면으로 무도와

체력은 분리 교과로 교육되어야 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충분한 수업시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경

찰업무와 경찰무도간의 직무 연계성 및 적합성을 위

한 당연한 요구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흐

름에 맞게 수십 년간 4개의 종목으로만이 아닌 세계

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찰무도에도 직무연계성이

효율적인 공수도, 우슈쿵푸 등이 다양한 종목이 늘어

나야 한다. 이는 현재 채택된 무도가 범인검거, 경비

업무, 경호업무, 대테러업무, 민생치안업무, 민원인 대

응 등[16]의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무에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그 한계점을 해결하는 것이 다양

한 무도를 수련하여 각 무도의 장점들을 모아 경찰무

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을 응

시하는 예비경찰들의 성행이 예전에 비해 체격을 좋

아진데 비해 체력과 무도능력 및 무도에 대한 적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다양한 무도를 제시하여 준다면

체력향상적인 면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지속적인 체력

향상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를 적극 활

용하여 선택무도에서 현장에서 실용적인 경찰무도의

직무연계성 및 적합성이 우수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질을 생각하면 당연히 교육과목당

수강인원이 많으면 교육의 질은 저하되기 마련이다.

특히나 이론교육도 아닌 실기교육에서 수강인원과 교

육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교수인원

을 충분히 배정한다면 해결될 것이며, 교육과정프로그

램을 직무분석을 통해서 재편성해서 경찰직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셋째, 교재개발적인 측면으로 현장에서 유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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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재개발이 절

실하다. 경찰무도에 대한 높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양한 종목별 특성에 의한 이론과 실기,

다양한 상황의 적용, 경찰관으로서 무도정신적 인문과

학적 가치인 역사, 철학, 교육 등과 자연과학적 가치

인 생리학, 역학, 의학 등 실전적이면서 과학적인 교

재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다양한 무도 교수요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내

부에서의 임용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임용도 필

요하다. 경호임무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호의 기법에 입

각한 무도의 기술을 수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도

별 전문적인 교수요원의 부재로 인하여 각 무도별 기

본만 수련하고 있다[15]. 이 때문에 경찰직무 수행시

상황에 맞는 판단 및 대응을 적절히 해내지 못해 직

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도적 교육철학, 무도적 교수법 및 과

학적 응용, 다양성 등으로 경찰실무 차원에서 전문화

된 교수요원의 확충으로 한층 경찰무도의 이론과 실

기의 연구가 가능한 발달되어야만 경찰 직무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는 교육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6. 결 론

경찰무도란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강화를 위한 무도활 동으로 체력

향상, 건강유지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며, 범죄의 예방, 체포, 진압, 수사, 경호, 구출 등의 직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신을 이용한 방어

와 제압 기술로 이루어진 운동으로 심신강화는 물론

인간다운 길을 걷게 하는 운동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교육기관의 경찰무도 발전을 위해 다

음과 같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적인 측면으로 현대화된 체육관에 적정

면적(8.5㎡/1인당) 이상 되어야 하고, 현재의 선택종목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무도종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확충

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경찰무도의 교육프로그램 측면으로 무도와

체력은 분리 교과로 통일하여야 하고, 수업시수의 확

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흐름에 맞게 경찰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재분석을 실시하여 기

존의 4개의 종목으로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수도, 우슈쿵푸 등이 선택의 폭이 넓혀져야 하

고, 선택무도에서 현장상황별에서 이어지는 실용적이

면서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교재개발적인 측면으로 현장에서 유익하고,

전문적이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재개발이 절

실하다. 경찰무도에 대한 높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양한 종목별 특성에 의한 이론과 실기,

다양한 상황의 적용, 경찰관으로서 무도정신적 인문과

학적 가치인 역사, 철학, 교육 등과 자연과학적 가치

인 생리학, 역학, 의학 등 실전적이면서 과학적인 교

재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다양한 무도 교수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사립대학 정도의 처

우로 보다 전문적이고, 교육철학, 교수법, 과학적 응

용, 다양성 등으로 경찰무도의 이론과 실기의 연구가

한층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 직무수행에 더욱 도

움이 되는 교육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위와 같이 경찰무도가 실제적이고, 학문적으로 정

립되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

구와 실무를 현장에 적용하는 미래연구자를 확보하고,

산학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과 교육기관과의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경찰무도와 관련된 분

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에 의해 경찰무도가 발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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