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민간경비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현대사회는 심각해져 가는 범죄문제와 무질서로 인하여 개개인의 안전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심각해져 가는 범죄문

제에 대응하는 경찰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안전장치인 민간경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수업의 목표는 민간경비의 개념과 민간경비가 발생하여 발전해 온 역사적 발전과정과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방법,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전략들에 대하여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민간경비에 대한 전문가가 되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민간경비론 / 진영사 / 최선우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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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의의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기본적인 오리

    엔테이션과 더불어 민간경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민간

    경비의 개념과 경비·보안·시큐리티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며, 또한 민간

    경비의 영리성과 권한에 대하여서도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수업계획서, 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 민간경비의 의의

    1) 기본논의

    2) 민간경비의 개념 논의

p27~42

- 강의계획서 오리엔테이션

- 과제물(14주차 제출)

  · 민간경비원의 윤리성 

   문제에 따른 교육훈련 

   방안

- 수시평가(5문항)

  · 1주차~6주차 내용에 

   대한 쪽지시험을 시행

   (6주차 시행).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4~1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의의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경비가 

    과연 어느 분야까지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시차에서는 

    민간경비의 활동영역과 민간경비

    시장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1. 민간경비의 의의

    3) 민간경비의 활동 영역

p42~72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4~1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강의목표

  - 고대시대와 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의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고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그중 민간경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전한 영국에 대하여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활용적이고 효율

    적인 점을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1) 기본논의

    2)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p73~94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56~61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강의목표

  - 미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의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고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그중 영미법계로서 우리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민간경비가 발전한 

    미국에 대하여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활용적이고 효율적인 

    점을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1) 기본논의

    2)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

적

       발전과정

p73~94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61~64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강의목표

  - 일본과 한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의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고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그중 민간경비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활용적이고 효율적인 

    점을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3) 일본 민간경비의 역사

적

       발전과정

    4)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

적

       발전과정

p95~126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64~6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성장배경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3. 민간경비의 성장의 이론적

   배경

    1) 기본논의

    2) 범죄문제의 상존과 

       증가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13~1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가 생겨

    나면서 현대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론 중 범죄문제와 민간경비의 관계,

    경기침체와 민간경비에 관련된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p127~137

3

1

1. 강의주제 

  -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성장배경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가 생겨

    나면서 현대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론 중 국가공권력의 한계 문제로

    인한 성장이론과 기업의 안전에 따른

    민간경비의 성장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민간경비의 성장의 이론적

   배경

    3) 국가공권력의 한계

    4)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 증대

p137~167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13~1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경찰과의 관계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따른 업무 범위와 이러한 

    치안서비스들의 공공성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치안서비스의 

    성격에 대하여서도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4.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경찰과의 관계

    1) 기본논의

    2) 민간경비의 공공성

p168~185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경찰과의 관계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활동영역과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 관계 및 

    관계구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와 공경

    비의 활동영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더 나아가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구조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4.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경찰과의 관계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활동 영역

    4)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관계 및 관계구조

p185~201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4 1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

    법계의 관점으로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개정된 

    경비업법과 그에 대한 문제점 등에

5.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

    1) 기본논의

    2)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p205~218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74~7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규제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규제와 허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는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과 직접 마주하는

    업무에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민간경비업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요소들 그리고 행정처분, 벌칙 

    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

    3) 민간경비의규제

p218~242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79~8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규제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원 관련 자격증 제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를 규제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자격증 제도가 있다.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민간경비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향상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 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자격증의 필요성과 

    실효성의 조건 등을 알아보고, 외국과

    우리나라 민간경비 관련 자격증을 

    비교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

    3) 민간경비의 규제

p243~257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79~8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5

1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원의 권한

2. 강의목표

  - 빌렉이 주장한 민간경비원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빌렉이 주장한 민간

    경비원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 학습

    하도록 한다. 민간경비의 유형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원, 일반 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으로 나눠진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6. 민간경비의 권한

    1) 기본논의

    2)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원

    3) 일반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원

    4)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p258~287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7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민간경비 책임

2. 강의목표

  - 시민의 기본권과 침해 및 구제

7. 민간경비의 책임

    1) 기본논의

    2) 시민의 기본권과 침해

       및 구제방법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른 민간경비의 책임과 근거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3) 민간경비의 책임과

       근거

p288~307

3

1. 강의주제

  - 민간경비 책임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책임과 관련한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앞서 공부했던 

    시민들의 기본권과 민간경비의 책임

    근거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의 책임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민간경비의 

    권한과 위치를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7. 민간경비의 책임

    4) 민간경비의 책임 관련

       사례∙판례

p307~326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78~8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6

1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조직화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조직구조와 기본원리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조직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의 

    특수성과 조직운영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민간경비의 운영에 대하여 학습

    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8. 민간경비의 조직화

    1) 기본논의

    2) 민간경비의 조직

       구조와 기본원리

p327~336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206~211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조직화

2. 강의목표

  -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의 조직

    형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

    내부적으로 경비조직을 운영하는 

    자체경비와 민간경비 관련 전문

    서비스를 외부 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받는 계약경비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8. 민간경비의 조직화

    3) 자체경비와 계약경비

p336~343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194~19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조직화

2. 강의목표

8. 민간경비의 조직화

    4)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 수시평가 5문항(1주차~

  6주차 내용에 대한 쪽지  

  시험을 시행한다)



  - 인력경비와 기계 경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를 기능상

    나눌 수 있는 사람에 의해 범죄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인력경비와 

    기계적 장치를 의존하여 범죄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기계 경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p344~354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198~20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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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채용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채용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민간경비원의 자질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

    으로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이러한 신규

    채용이 가진 의미와 중요성, 채용 

    상의 문제, 그리고 민간경비원으로서 

    지원 자격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9. 민간경비의 채용과 

   교육훈련, 윤리

    1) 기본논의

    2) 민간경비원의 채용

p355~368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211~21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2. 강의목표

  -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원에게 왜 

    교육훈련이 필요한지와 이러한 

    훈련에 대한 목적을 알아보고, 교육

    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동영상 시청

9. 민간경비의 채용과 

   교육훈련, 윤리

    3)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p369~378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212~213

- 동영상 시청

  · 비정규직 경비원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윤리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윤리문제를 바탕으로

    윤리성 확립방안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는 인간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경비원의 윤리성에 

9. 민간경비의 채용과 

   교육훈련, 윤리

    4) 민간경비의 윤리

p378~389

- 논의

  · 우리나라 아파트 

    경비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논의는 

    평가점수에는 미반영함)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대하여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원의 윤리

    문제를 가지고 효과적인 윤리성의 

    확립방안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논의

9

1

1. 강의주제

  - 범죄·손실 예방과 CPTED전략

2. 강의목표

  - 범죄예방 구조모델론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위한 의료모델에 기원을 둔 범죄예방

    구조모델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이러한 범죄예방의 접근방법으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차적 

    범죄예방, 우범자 및 우범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차적 범죄예방,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3차적 

    범죄예방으로 나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0. 범죄∙손실예방과 

    CPTED 전략

    1) 기본논의

    2) 범죄예방 구조모델론

p393~398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09~311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2. 강의목표

  - CPTED에 대하여 이해하고 CPTED의

    기본전략과 3D 전략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환경 행태 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는 

    CPTED를 이용한 기본전략은 

    접근통제와 감시방법을 이용한 범죄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CPTED와 현대적인 CPTED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이해하고 나아가 3D 전략을 이용한

    범죄예방 이론을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0. 범죄∙손실예방과 

    CPTED 전략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

p399~413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09~311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물리적 통제전략

2. 강의목표

  - 물리적 통제의 기본전략 및 건물

    외부의 통제전략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지연

   시간과 감지시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시차에서는 담장과 조명, 출입문

   등의 건물 외부의 통제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1. 물리적 통제전략

    1) 기본논의

    2) 물리적 통제의 

       기본전략

    3) 경계지역의 통제

    4) 건물외부의 통제

p414~431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06~309, 312~315,

    318~321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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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물리적 통제전략

2. 강의목표

  - 건물의 내부통제 및 기본적인 

    통제장치와 시스템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건물 내부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각종 통제장치 중 

    출입문 통제 및 관리와 잠금장치, 

    경보장치,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1. 물리적 통제전략

    5) 건물내부의 통제

    6) 기본적 통제장치

      및 시스템

p431~447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12,

    316~317, 322~32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절차적 통제전략

2. 강의목표

  - 자산의 손실문제와 절차적 

    통제전략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자산의 손실 가운데 약 70%가

    직원의 절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손실문제를 낮추기 위하여 

    절차적 통제전략으로서 신규채용, 

    교육훈련과 감독, 접근 통제의 순으로 

    절차적 통제방안에 대하여 학습

    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2. 절차적 통제전략

    1) 기본논의

    2) 자산의 손실문제

    3) 절차적 통제단계

p448~462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30~33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정보보호와 컴퓨터 보안전략

2. 강의목표

  - 컴퓨터 보호의 중요성과 보안의

    위해요소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우리 사회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또는 그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이의

    보안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최근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러한 정보 자체가 너무 쉽게 빠져

    나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컴퓨터의 발전과정 그리고

    정보보호를 위협하는 보안의 위해

    요소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3. 정보보호와 컴퓨터

    보안전략

    1) 기본논의

    2)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컴퓨터시시스템의 발전

    3) 정보보호 및 컴퓨터 

      보안의 위해요소

p463~490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452~454, 466~474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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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정보보호와 컴퓨터 보안전략

2. 강의목표

  - 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컴퓨터시스템의 보안

    단계별로 안전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편리함은 

    늘었지만 반대로 정보의 누출로 인한

13. 정보보호와 컴퓨터

    보안전략

    4) 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전략

    5) 컴퓨터시스템의 

      보안 단계

p490~508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455~466, 474~478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범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보안전략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1. 강의주제

  - 화재 및 비상사태 대응전략

2. 강의목표

  - 화재의 위험성과 대응 장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예방·대응하는

    일도 민간경비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이러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

    보고,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4. 화재 및 비상사태

    대응전략

    1) 기본논의

    2) 화재의 의의와 위험성,

       대응장비

p509~522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46~35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화재 및 비상사태 대응전략

2. 강의목표

  -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발생 시 대응

    전략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전략을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전 시차에서 공부한 

    화재의 위험성과 대응시설을 바탕

    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전략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비상

    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응전략 역시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4. 화재 및 비상사태

   대응전략

    3) 화재예방 및 대응전략

    4) 기타 비상사태 및 

       대응전략

p522~538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46~35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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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개선전략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중요성과 관련

    요소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 공공

    관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민간

    경비가 공공관계 형성에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 민간경비와 시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15.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개선전략

    1) 기본논의

    2)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중요성과 관련요소

    3) 민간경비와 시민의

       관계 개선

p539~551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개선전략

2. 강의목표

  - 민간경비와 언론의 관계개선 방법을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는 잘못된 행동을 하여 

15.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개선전략

    4) 민간경비와 언론의

      관계 개선

    5)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언론에 비추어졌을 때 자신이 속한

    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민간경비가 언론과 관계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언론 대응방안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p551~564

3

1. 강의주제

  - 위험관리

2. 강의목표

  - 위험관리의 과정과 위험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조직은 관리자 차원에서 위험관리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위험

    관리부서는 고용주에게 노출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상쇄

    시킬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이러한 

    위험성 판단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위험요소의 확인과 분석, 우선순위의 

    설정 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16. 위험관리

    1) 기본논의

    2) 위험관리의 과정

p567~57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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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위험관리

2. 강의목표

  -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방안과 

    확인된 위험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전 시차에서 학습한 

    위험요소의 확인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방안과 

    위험의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

    하도록 한다.

16. 위험관리

  2) 위험관리의 과정

    3) 확인된 위험의

       대응방법

p577~585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2. 강의목표

  - 국가 중요시설의 의의와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국가 중요시설은 국가안보 및 사회

    경제 질서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상시 및 

    특히 비상사태 시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의 

    의의와 경비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운용시스템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7.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1) 기본논의

    2)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의의와 발전과정

    3)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운용시스템

    4)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민영화과정

p586~610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03~30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금융시설의 경비

18. 금융시설의 경비

    1) 기본논의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2. 강의목표

  - 금융시설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금융시설은 업무의 수행 자체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

    에서는 금융시설의 위험요소를 파악

    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에 대

    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금융시설의 위험요소

    3) 금융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4) 현금자동지급기의 

      문제와 안전관리 대책

p611~630

   시대고시기획, p340~34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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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판매시설·의료시설의 경비

2. 강의목표

  - 판매시설과 의료시설의 특징을 파악

    하고, 안전예방대책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판매시설과 의료시설은 일반 

    시민들에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판매시설과 의료

    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9. 판매시설∙의료시설의 

    경비

    1) 판매시설의 경비

    2) 의료시설의 경비

p631~647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42~345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경호

2. 강의목표

  - 경호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경호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한 경호방법을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절대적인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간접

    적인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시차

    에서는 이러한 경호 관련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경호의 기본원리를 바탕

    으로 이러한 위험요소를 방어할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20. 경호

    1) 기본논의

    2) 경호 관련  위험요소

    3) 경호의 기본원리

    4) 경호대상별 경호방법

p648~67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

2. 강의목표

  - 공연 및 행사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행사장의 안전관리 수행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민간경비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장에서 모이는 수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질서유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장에서는 하나의 사건

21.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

    1) 기본논의

    2) 군중심리와  안전사고

       의 원인

  3) 안전관리의

    주요대상과

    기본원칙

  4)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및 관계

    재정립

- 과제 제출

  · 민간경비원의 윤리성 

   문제에 따른 교육훈련 

   방안(14주차 제출)

- 부교재

  · 민간경비론(EBS 교수진)-

    시대고시기획, p35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

    서는 공연·행사장의 위험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기본원칙을 바탕

    으로 안전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p67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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