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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vate security has the common job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and crime prevention, and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our society. However, the hiring process for private security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private security recruitment proces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police recruitment process and improvement points were suggested.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examining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police, the recruit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carried ou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problems such as the training process 

and physical strength verification required for security work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private security recruitment process, the curriculum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physical examination such as 100m running and left and right grip strength, and practical cases of 

security work should be add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the recruitment of excellent security guards. 

▸Key words: Private security, General Security Guard, Special Private Security Guard, Police, 

Recruitment,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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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민간경비는 경찰과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

당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은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경찰의 채용과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채용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민간경비의 채용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이 

되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체력 검증 등에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법 및 범죄학의 교육과정,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등

의 체력검사 그리고 경비업무 실무 사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경비원 채용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민간경비,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찰, 채용, 범죄예방 

I. Introduction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범죄 발생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

들은 나 역시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통계청

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2018년에 범죄가 20.6%, 국가안보가 18.6%로 순으로 조

사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종질병이 

32.8%, 경제적 위험이 14.9%, 범죄가 13.2% 순으로 조사

되었다. 2018년 서울시 성(性)인지 통계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71.9%가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범죄를 제시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경

찰 등 국가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경비업체와의 계

약을 통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1].

국민들이 범죄의 안전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경찰조직 

이 아닌 민간경비에 의존하는 계기에는 경찰에 대한 신뢰

가 저하되는 것도 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개

의 안전은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경비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간경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에는 단순 경비업무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민간경비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범죄예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조직이다. 

민간경비의 발전으로 인해 경찰학 및 민간경비 분야에서

는 민간경비의 법·제도 발전[2],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3], 민간경비의 전문자격[4], 민간경비의 직

업윤리[5], 경비원의 법적 지위[6], 경비원의 직무만족[7], 민

간경비의 임금저하[8] 등 학문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의 시행으

로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다양한 협력방

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논의

하기에 앞서 현재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간경비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화, 민간경비의 근무환경, 경비원의 

복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비원의 자질로서 우수한 경비원 채용

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우

수한 경비원 채용에 있어서는 경비원 채용과정에서의 문

제점을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 되는 민간경비원의 채용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민간경비의 우수한 인재 채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 나아가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1. Work of private security

민간경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민간’은 관청

이나 정부와 같은 공적인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경비‘는 도난이나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살피고 지킴 또는 어떤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살피고 

지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민간경비의 학문

적 개념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민간경비 산업의 범위, 

관련 법률 등 통일된 개념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9].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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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business range

Facility 

security

work

Work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risks due to theft, fire, and other 

congestion in facilities and places 

that require security

Transportation

Preventing risks such as theft, fire, 

etc. with respect to cash, securities, 

precious metals, commodities and 

other goods in transit

Protection

The work of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harm to human life or 

body and protecting the personal 

property

Machine 

security

Receiving information detected and 

transmitted by a device installed in a 

security target facility to a device in 

a control facility installed in a place 

other than the security target facility 

to prevent risks such as theft and fire

Special

Security

Gruard

Busines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ft, fire, and other dangers and 

expenses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irports (including 

aircraft)

Table 1. Work of private security

경비업체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써 시·도경

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하면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

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각 

경비업무에 따른 업무 범위는 <Table 1>과 같다.

그리고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한

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

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를 말하며, 특수경비원

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를 말한다. 

<Table 2>는 현재 민간경비업체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민간경비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법인 수 뿐 

아니라 업종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에 종사하

는 경비원은 2016년에 147,049명이며, 2020년에는 

164,014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2020년에 

126,227명으로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경찰공무원보

다 약 4천여명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 산업

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 

인다. 민간경비의 성장은 최근의 범죄특성이 잔인화, 흉포

화 되는 등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대되었

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민간영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

비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number

of 

corpor

ations

type of 

business

Facility 

security

work

Trans

porta

tion

Prote

ction

Mach

ine

se c u

rity

Special

Security

Gruard

2011 3,651 4,381 3,529 45 540 152 115

2019 4,502 5,324 4,420 37 583 145 139

Table 2. Status of security companies

2. police task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궁극적 임무로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1차적 임무로 하면서 

위험방지, 범죄수사 등 치안서비스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

관을 의미한다[10]. <Table 3>은 경찰의 업무를 정리를 하

였으며,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구체화

되어 있다. 

경찰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본부 9국 10관 32과 

22담당관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국·

교통국이 민생치안을, 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수

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이 소속된 국가수사

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경비국·정보국·외사국이 사회질

서 유지를,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정

보화장비정책관이 행정지원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직 및 직무 범위를 

구체화 되어 있다. 민간경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생활

안전국에서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Task 

Protection of life, body and property of citizens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

Crime Victim Protection

Performing security and factor escort and counter 

espionage and counter-terrorism operations

Collection,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for prevention and response to risks to public health

Traffic control and prevention of harm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maintenance of public well-being and order

Table 3. police task

3. Inter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 범위 내에서 개인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이에 따른 수혜자는 계약을 맺은 고객이

다. 민간경비는 특별한 권한은 없으나 현행범 체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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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적용을 받으며, 신분은 민간

인에 해당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1].

민간경비와 경찰은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며, 고객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하지

만 민간경비의 고객은 계약을 맺은 의뢰자에 해당하며, 경

찰의 고객은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차이

가 있다[12]. 즉, 민간경비는 경비업무에 있어서 주체와 객

체의 특정, 공익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 경찰의 범죄예방

과 같은 업무와 목표에 있어서는 공통된 동일 영역으로 활

동하고 있다[13]. 최근에는 경찰, 시민, 민간경비 등 치안

서비스의 주체를 확장하여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14]. 따라서 민간경비와 경찰은 범

죄예방 및 사회의 안전을 지향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

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동일함으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III. Private Security and Police 

Recruitment Process

1. Recruitment of security guards

민간경비의 채용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교육훈

련을 통한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서 진행이 된다. 

경비원의 교육훈련 목적은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조직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비원의 능력, 지식, 기술 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15].

경비원의 교육은 경비업무의 특성에 일반경비원 신임교

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교육의 

성격에 따라 일반경비원 직무교육과 특수경비원 직무교육

으로 구분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이론교육 4시간과 실무교육 19

시간 그리고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시간으로 총 24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경비원 직무교육은 경비업무 수

행에 있어서 필요한 이론 및 실무과목 그리고 그 밖의 정

신교양 등으로 월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이론교육 15시간과 실무교육 69

시간 그리고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4시간으로 총 88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 

직무교육과 그 구성은 같으나, 월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

다.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과 직무교육보다 세분화 되어 있으며, 교육시간도 차

이가 난다. 이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일반경비원과는 달리 

국가중요시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임교육과 직무

교육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Subject Time

Theory 

(4hours)

security business law 2

Crime prevention theory (including 

reporting and patrol tips)
2

Practice

(19hours)

Facility security practice (including 

reporting and patrol tips, 

observation/recording techniques)

2

Transportation practice 2

Protection practice 2

Machine Security practice 2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including counter-terrorism 

measures, fire measures and first aid 

measures)

3

Self-defense (including questions 

and search tips)
3

How to use the equipment 2

Professional ethics and services 

(including etiquette and human 

rights education)

3

Etc

(1hour)

Initiation Ceremony, Evaluation and 

Graduation Ceremony
1

Table 4. New training for general security guards

Subject Time

Theory

(15hours)

Security Business Act Police Officer 

Duty Execution Act and Petition Police Act
8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ncluding provisions on human rights, 

security-related crimes and the arrest 

of current offenders)

4

Crime prevention theory (including 

reporting requirements)
3

Practice

(69hours)

mental education 2

Terrorism Countermeasures 4

Instructions for handling explosives 6

how to deal with fire 3

First Aid 3

How to use the sandblaster 3

Access Control Instructions 3

Etiquette lesson 2

machine security practice 3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work 6

Facility security tips (including night 

security tips)
4

Civil Defense(Including CBR(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6

gun control 3

bayonet 5

shooting 8

Arrest and self-defense 5

Observation and Recording 

Techniques
3

etc

(4hours)

Entrance ceremony, evaluation and 

completion ceremony
4

Table 5. New training for special security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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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lice Recruitment

경찰의 채용은 경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

부의 유능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

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동일한 조

건에서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경찰의 채용에는 순경공채, 경력경쟁채용, 간부후보

생 등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경공채

를 중심으로 경찰의 채용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순경공

채로 한정하는 것은 경찰 채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순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의 최일선에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경의 채용과정은 아래 <Fig. 1>과 같이 필기 및 실시

시험으로 이를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체력 및 

적성검사, 면접시험 마지막으로 최종합격으로 진행이 된

다.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신체검사에서는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을 검사한다.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령, 팔굽혀펴기로 

검사하고, 적성검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성을 종합하여 

검정한다. 면접시험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하게 된다.

Fig. 1. Police Recruitment

경찰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찰의 업무에 관한 교육

이 진행이 된다. <Table 6>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구성이

다.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은 교내 교육과 현장 실습으

로 구분이 되며, 교내 교육은 6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내교육에서 현장대응이 149시간으로 11.7%에 해당되

며, 현장실무가 92시간으로 7.3%으로 현장에 대한 교육과

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n-campus education(630hours)

field 

practicehuman 

rights

Inves

tigative 

Law

Field 

business

Resp

onse

Simulation

Intensive 

Education 

etc

66

hours

74

hours

92

hours

149

hours

30

hours

219

hours

640

hours

Table 6. Curriculum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IV. Conclusions

지금까지 민간경비의 업무와 경찰의 업무를 비교하였으

며, 민간경비의 채용과 경찰의 채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

다. 민간경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자 국가기관

이 아닌 사기업으로서 계약을 맺은 고객을 중심으로 도난 

및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범죄예

방, 범죄수사 및 범죄자 검거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

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명 민간경비와 경찰의 업

무에서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경

비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의뢰자를 중심으로 계약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범죄예방

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와 경찰에게 있어서 공

통된 업무는 범죄예방이다.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에 

있어서도 민간경비의 채용과정과 경찰의 채용과정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경비는 일

반경비원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구분하여 교

육과정 및 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하여 

합격한 이들을 중심으로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시

험으로 최종합격의 과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최종합격

자는 다시 한 번 경찰의 업무에 관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분명 민간경비와 경찰의 임무가 다르고 

권한이 다르기에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와 경찰은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치안서

비스를 제공함으로 범죄예방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유사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에 있어서 범죄예방

은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

며, 경찰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민간

경비에게 있어서 범죄예방의 고객의 안전과 업체의 평가 

및 신뢰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경찰과 민

간경비에게 있어서 중요한 평가 척도이며, 각각의 신뢰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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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산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

경비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찰의 채용과정과 비교하

여 추가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의 채용은 필기 및 실기 시험으로 진행된다. 

현재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퇴직 후 제2의 

취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시설물에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고령의 나이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

험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

육과정에서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민간경비 관련 법률과 범죄예방의 이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경비는 범죄를 예방함으로 이를 위해 범죄가 무

엇인지,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범죄의 대책 등 ‘범죄학’

의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정에서는 ‘형법’에 관한 교육과정이 누락되어 

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범죄예방에 있어서는 필수과목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은 채용과정에서 체력검사가 진행이 된다. 체

력검사에는 100m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으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체력

검사는 단순히 체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범죄가 발생하였

을 때 범죄자를 쫓아서 검거하여야 하며, 지역의 순찰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민간

경비 역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

며, 경비업무 지역내에서는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경비원에게도 체력검증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40세 이하의 응시연령 제한

으로 민간경비와 비교하여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이 지원을 한다. 민간경비의 체력검증은 경찰의 체력검증

과 유사하지만 체력검증의 종류와 합격선은 차이를 둘 필

요가 있다. 민간경비의 체력검증에는 100m달리기와 좌우 

악력 측정 정도로 검증을 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경찰은 

100m 달리기와 악력의 점수는 측정 점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경비원의 경우 다수의 고령자로 인

해 이러한 점수 부여 보다는 100m 달리기는 17초, 좌우 

악력은 37kg 정도에 해당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측정하였

으면 한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함으

로 이보다는 그 기준을 좀 더 상향하여 100m 달리기는 15

초, 좌우 악력은 50kg 정도에 해당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중앙경찰학교

에서 경찰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이 진행되며, 이 교육에서

는 현장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경

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도 민간경비 실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 하

여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교육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실무 사례’의 교육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민간경비의 경우 신임교육의 수료로 인해 경비원으로 채

용이 된다. 24시간이라는 짧은 교육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실무를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업무에 따른 실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른 대

처방안을 경비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

찰의 채용과정을 토대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을 실

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

책적 제언을 토대로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민간경비의 채용에 있어서 경찰의 채용과 비

교하여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점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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