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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각 종목별 경호무도로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연구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면 경호무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학문의 자립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호무도의 연구 분야는 9가지 학문영역으로 도출되었

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경호무도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경호무도학의

학문적 자립성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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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Security Martial Arts is classified into nine categories; philosophy, history, education, sociology,

psychology, physiology, training science, movement dynamics, and guard practice. The study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curity Martial Arts should be concerned at first, for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for the future of Martial Arts.

First, theoretical research that can be utilized in the real field should be performed, and such research outcomes are

needed to be published as teaching materials and to be shared through various channels. Second, collaborative research

of the characteristics of martial arts should be carried out. The Security Martial Arts would achieve a further

development if training methods are complemented,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events are fully understood.

Third, studies for the independence of disciplines should be performed. The study field is derived into nine areas, and

each is needed to be developed scientifically and systematically. Accompanied by sustainable study, academic autonomy

of Security Martial Arts wi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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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국제화되어가면서 다양한 테러, 전쟁, 무질서 그리고

각종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치안서비스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실

정이다.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인 경찰에 많은 의존을

하고는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안전에 대한 욕

구를 해결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력

부족을 보안하기 위한 국민들의 처방으로 민간경호라

는 분야가 이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경호를

필요로 하는 시장수요에 따라 경호원의 공급이 확대

될 전망이다.

경호원들이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도모하

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명을 걸고 경호하기 마련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하고, 나아가 더 우수한 경호원이 되

기 위해서는 고도의 경호무도를 수련한다.

경호무도란 다양하게 전개되는 업무수행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에 적절한 기법을 적용

하여 경호임무 수행 중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각

종 위기상황 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

는 무도의 총칭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전후의 현대 경호분야에

대한 학계의 학문적인 연구는 몇몇 학자들의 단편적

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

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에 경호 관련 학과가 신

설되면서 경호학 전공교수의 인원이 증원되고, 한국경

호경비학회의 창립과 민간신변보호업의 법제화 및 경

비지도사 국가고시 제도의 신설, 대통령경호처 5급 경

호공무원 공개 채용에 「경호비서학」시험과목 신설

로 경호학의 발전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국

가 경호 기관의 경호 실무를 경험한 현직 경호공무원

의 논문적 뒷받침으로 경호학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

되어 가고 있다[2].

그러나 경호무도학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금까

지 발표된 연구 실적물들은 경호무도에 대한 종목별

활성화 방안 및 접근방법, 인식 및 가치관의 소개, 교

육시스템 방안, 실태,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타학문 분야에 대해 초보적 단계에 머물

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경호무도는 무도인이나 경

호원들에게 학문적 관심을 가질 만큼 충분한 발전가

능성을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학문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탄

탄한 지식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3]. 이러한 지

식체계는 양질의 연구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무도의 동향을 파악하여 부족했

던 부분을 검토하고, 경호무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

여 우수한 경호원의 양성에 있어 필요한 경호무도가

학문으로서 체계적인 정립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경호학의 개념과 범위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경호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신변보

호 작용 및 시설경비작용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지원업무를 의미한다. 즉 경호요원이 경호대상자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행

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

경호의 개념을 입법적 의미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

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리적 의미의 경호개념으로는「경호대상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하여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여 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제반활

동」이라 할 수 있다[4].

경호학은 사회 제 현상과 경호업무와의 제 관계에

있어서의 일반법칙과 원리를 규명하고, 합리적인 수단

과 과학적인 기술 및 그 적용을 탐구하는 경호학술적

사회과학이다[5]. 경호학은 경호에 관련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사회 제 현상과 경호업무와의

제 관계에 있어서의 일반법칙과 원리를 규명하고 합

리적인 수단과 과학적인 기술 및 그 적용을 탐구하는

경호 학술적 사회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

경호학 연구에는 법학, 행정학, 사회학, 조직학, 심

리학, 범죄학 등의 사회과학과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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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과학 분야, 그리고 체육학과 무술 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종합적 학문’의 성격을 띠

고 있다[7].

경호학의 구성은 경호제도, 경호이론, 경호기법, 경

호의식 등이다. 경호이론은 경호이론의 근거를 제시하

고, 경호기법은 구체적으로 경호조치를 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경호의식은 사람들이 경호를 어떻게 생각하

고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연구한다고 하였다. 경

호학 구성을 이론적 연구와 경험론적 연구로 구분하

여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8].

<표 1> 경호학의 구성

분류 구분 내용

이론
적
연구

법제도
해석

헌법, 형(민)법, 대통령경호실법,
경비업법 등

경호
환경

행정학, 심리학, 범죄학, 사회학 등

경호
작용

경찰학, 민간 경비, 보안 산업론 등

경험
론적
연구

경호
기법

경호 비교, 경호 기획, 근접경호 등

경호
실무

경호 예절, 장비사용, 무도

기타 응급 구조, 웨이트TR, 윤리학

출처 : 김계원(2004) 수정·보완

따라서 경호학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모두 다루

는 종합적인 실용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경호무도학의 개념과 문제점

지금까지의 무도는 개념정립이 명확히 세워지지는

못한 실정이다. 무술, 무예, 무도의 전통성 정의에 관

심이 집중되어있다[9]. 무술, 무예, 무도의 일반적 개

념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경호무도의 개념정립을

세우자는 것은 난해한 실정이나 경호임무수행시 경호

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 중 하나인 경호무도의 개

념을 세우지 않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경호무도의 원리를 파악하여 개

념 정립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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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에 일반무도와는 성격이 다소 상이한 경호무도는

경호원의 기본 직무능력이며, 수양으로서 단순히 단련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대한 자신과 강인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배양하는데 그 근본적인 뜻이 있으

며, 이는 국민의 믿음직한 봉사자로서 능력이며, 악을

물리치고 선을 보호하고 정의를 위한 전진으로서 패

기를 기르는 능력이기도 하다[11]. 그래서 경호무도란

우발상황이나 불특정 위해자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안

전을 위해 정신수양은 물론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막

고, 피하고, 치고, 차고, 꺾고, 던지는 기술로서 공격자

의 공격의 방어와 제압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

호무도를 연구하는 것이 경호무도학이라고 할 수 있

다.

경호무도의 특성으로는 첫째, 본인이 아닌 경호대

상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있고, 둘째, 위해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가 될 수 있으며, 셋째, 제2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12]. 넷째, 동료와의 팀워크가 중요하고[13], 다섯째,

위해자의 목적과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며[14], 여섯

째, 상황에 따라 무기(권총, 칼, 각목 등)를 소지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한다[1

5]. 일곱째, 행사장, 주차장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루어진다.

현재 대통령경호실, 경찰청 등의 공통적으로 무도

가산점에 해당되는 경호무도는 검도, 공수도, 유도, 태

권도 등이 있다.

경호무도의 연구동향을 학문적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경호무도의 연구는 철학, 사학, 교육학, 사

회학, 심리학, 생리학, 트레이닝학, 운동역학, 경호실무

의 9가지의 학문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17]. 가

치, 가치관, 자아실현, 자아존중감, 도덕교육, 구성원

리, 특성, 미학 등의 철학적 연구, 경호무도의 발달과

정, 역사, 형성과정, 사적고찰 등의 사학적 연구, 교육

과정, 교육실태, 지도방법, 교육내용 ,지도유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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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적 연구, 직무만족, 조직충성도, 사회성, 리더십,

조직몰입 등의 사회학적 연구, 자기효능감, 불안, 심리

적 기법, 정신특성, 심리적안녕감 등의 심리학적 연구,

신체구성, 성장호르몬, 영양섭취, 혈중기질, 혈당량의

생리학적 연구, 건강체력, 체력요인, 트레이닝방법, 전

문성 등의 트레이닝학적 연구, 운동역학적 분석, 반응

시간, 패턴분석, EMG 등의 운동역학적 연구, 경호기

법과 위해상황별 경호무도를 연구한 경호실무적 연구

로 나타났다.

[그림 1] 경호무도의 학문영역

선행연구에서 경호무도를 주제로 한 연구물 중 연

구대상자를 공경호원, 사경호원, 보안요원, 경호무도

지도자, 전공 대학생, 관련수업 수강생으로 나누어 연

구된 것을 알 수 있다[18~39]<그림 2>. 경호원의 구

분도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기술됨으로 알 수 있다.

[그림 2] 연구대상자의 구분

경호에서 무도의 종목별 연구동향은 경호무도의 전

반적인 연구가 대다수였고, 각 종목별로 보면 공수도,

태권도, 유도, 합기도, 용무도, 검도, 특공무술, 기타(천

무극, 경호무술) 등이 연구되었다[40~44]<그림 3>.

태권도 종목이 우세하게 많았으나, 공수도, 합기도,

유도 등의 종목도 다양하게 연구되어 한 가지 종목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무술의 장단점을 파악하

여 경호시 필요한 무도의 기술 등을 연마하여 경호무

도로 발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경호무도의 종목 현황

4. 경호무도학 연구의 향후과제

본 연구자는 경호학의 전반적인 연구의 범위와 연

구내용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경호무도

학의 연구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경호무도학의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는 첫째, 경호무도의 이론과 실제의 연구, 둘

째, 각 무도종목의 특성과 연계연구, 셋째, 학문의 자

립성을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자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무도의 이론과 실제의 연구이다. 우선 경

호무도가 당면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연구

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물들이 교재발간은 물론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의 다양한 교육채널을 통해 공

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관․학의 밀접한 관계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물들이 공유되어 현장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둘째, 무도종목의 특성과 연계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도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

종목별 특성에 맞는 트레이닝 방법과 각 종목별 경호

무도로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연구하면서 보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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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면 경호무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현재 종목 특성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욱 경

호현장과 이론 그리고 위해사례를 통해 실전적인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반 무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학문의 자립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신체 조건과 몸으로만 하는 무도가 아닌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학문으로 발전해

야 한다. 경호무도학의 연구 분야는 9가지로 도출되었

고, 이 9가지를 연구해야 할 문제는 무궁무진하다. 지

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경호무도

학의 학문적 자립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경호무도는 경호원의 기본 직무능력이며, 수양으로

서 단순히 단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도를 수련함

에 있어 경호원 임무에 대한 자신과 강인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배양하는데 근본이 있으며, 국민의 믿음직한

봉사자로서 능력이며, 선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경호무도의 동향을 파악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

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모색하여 경호무도의 발전

을 위하고자 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무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 결

과 다양한 대상자, 종목 등이 연구되고는 있지만 깊이

있는 연구가 아쉬운 실정이었다. 우수한 경호원의 양

성에 있어 필요한 경호무도가 학문으로서 체계적인

정립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경호무도학의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는 첫째, 경호무도의 이론과 실제의 연구, 둘째, 각 무

도종목의 특성과 연계연구, 셋째, 학문의 자립성을 위

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경호무도도 학문적으로 정립되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의 경호무도학관련 과목

을 확대해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구와 실무를 현장

에 적용하는 미래연구자를 확보하고, 산학협력기관과

의 연계를 통한 현장과 교육기관과의 연계된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데 경호무도와 관련된 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에 의해 경호무도학이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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