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도경호과경찰경호계열

학과소개

무도경호과는 생활스포츠 & 엘리트 스포츠 대한 스포츠 지도자 양성과 민간 보안 분야에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분야 및 무도 지도자 취업을 목표로 무도 경호이론 및 무도실습, 경호 실무를 연마함으로써 전문지식과 사명감, 실무중심

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체육관 지도자(강사), 공기업 및 다양한 사기업에 진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및 전략

• 생활스포츠 및 전문 스포츠 지도자 양성

• 경호이론 및 무도실습, 경호 실무를 연마함으로써 전문지식과 사명감, 실무중심의 전문가를 배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 분야 취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02 무도경호과는 어떤 학과일까?

01 모집 개요

구분 입학정원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자체기준 특기자

수시 1차 35 29 6 -

수시 2차 23 19 4 -

정시 2 2 - -

무도경호과 모집인원 : 60명접수 일정

2022.09.13.(화) ~ 2022.10.06.(목)수시1차

2022.11.07.(월) ~ 2022.11.21.(월)수시2차

2022.12.29.(목) ~ 2023.01.12.(목)정     시

031-999-4248

무도경호과

031-999-4703~7

김포대학교 학생처 무도경호과 학과장

031-999-4248

03 무도경호과 교수 소개
  김영현 학과장

•�전)무도학회 이사

•�현)한국경호경비학회 이사 

•�현)한국드론시큐리티연구학회

•�현)서울시강서구합기도회장

  윤경배 교수

•�전)LG�CNS�연구원�이사

•�김포진흥원�사외이사

  반재근 교수

•�성남체육회스포츠공정위�위원장

•�사)한국스포츠복지진흥회�총재

•�사)한국스포츠마사지협회자문

위원



04 무도경호과에 입학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현대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도분야 및 사회안전분야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무도분야 및 사회안전분야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특 성 화

생활체육지도사�및�경비지도사,�신변보호사�국가�자격증�목표로�하며�무도단증(유도,�합기도,�용무도등)�취득,�4차�산업에�

관련된�드론�자격증�교육

05 무도경호과를 졸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학과 졸업 후 주요 직무분야

• 공무원분야: 방호직= 국회의사당, 법원, 한국가스공사, 전력 공사, 국군수도병원, 국립 해양정보원, 중앙경찰학교,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국립현대 미술관, 원자력발전소,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정부청사 청원경찰, 한국은행, 국립중앙국장 

공무직(경비), 서울 남부보호관찰소 무도 실무관, 건강관리공단 일산병원(메디컬 보안요원) 기타 병원 등

• 기업체보안분야: ㈜에스원, (주) 휴먼 티에스에스, ADT캡스, ㈜아스타아이비에스 SK그룹, ㈜ 에스텍, ㈜ 프로에스콤, ㈜ 

벨에스엠, ㈜ 지수 LG그룹, KT텔레캅, 코세스 병원 등

•진학: 일반4년제 대학 편입학

졸업생 주요 취업처

• 방호직 공무원 

• 보안업체 및 대기업 연구소, 메디컬 센터(병원)

• 체육관 지도자 및 스포츠 센터 강사

06 무도경호과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을까?
구 분 1학기 2학기

1학년
무도실습, 스포츠 트레이닝, 유도, 경호학 개론,

무도기초체력, 커뮤니케이션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자기개발 진로설계

스포츠지도 초급, 보안 드론 경비론, 유도 실습, 

민간 경비론, 사회와 정보, 세계 문화의 이해, 영어회화

2학년
현장실습, 경호현장운용론, 용무도, 스포츠 중급,

경호 호신술, 사회 인적 관계론, 역량강화의 취업설계
경호 제압술, 생활체육, 경호무도, 무도종합실기

07 무도경호과 교수님 인터뷰 
무도경호과 김영현 교수

무도경호과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통한 교육 및 방호직과 청원경찰 보안 업무 배출을 위한 관련과목 

뿐 아니라 권위 있는 교수님들의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 무도 및 보안 관련 자격증 취

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4년제 대학 편입, 방호직 공무원 및 보안 분야 대기업 취업을 위한 학생들에게 보다 높

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도경호과는 현대사회에 건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을 물론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적 역량을 갖추어 현장실습 및 다양한 사기업에 진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전문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진성 교수

•�서울시생활체육유도연맹회장

•�사)한국스포츠복지진흥회이사

  김원오 교수

•�현)여가복지진흥회�감사

•�현)서울시�용무도협회�심판

위원장

•�현)대한용무도협회�국제심판

  최민복 교수

•�현)은평구유도회�회장�

•�현)서울시�장애인유도회�지도

위원장�

•�사)한국스포츠�복지진흥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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