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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

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

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경비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

난날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

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A Study on Private Security in the 1970s

Ahn, Hwang Kwon*

ABSTRACT

In the 1960s, economic growth served to step up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hich was concurrent with th

e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this phenomenon led to an increase in crime, and there was a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security at the same time. So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stituted the security service act in a

move to secure quasi-police force.

The enactment of the security service act has been put in force up to now, fueling the growth of security busines

s.

Mean while, the security industry has attained a splendid growth as one of growth industries, and it's required t

o look back on the past to determine new directions for the industry to make a new leap forward. Thus, the 1970s

was a period to lay the groundwork for Korean private securit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environments of the 1970s related to private security and what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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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

면서 국가중요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

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

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

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

대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의 물

결 속에서 범죄 문제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락산업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

날 뿐 아니라 차량증가 등에 따른 범죄 등이 늘어나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경찰인력의 부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1975년 당시

민간경비 관련 법령이 미비한 가운데 5개의 민간경비

업체를 비롯하여 4개의 군납업체가 있었다. 이들 민간

경비업체의 관계자들이 관련법의 제정을 건의하는 한

편 1972년 일본 경비업법이 제정 등도 자극이 되었다.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민간경비정책의

결과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

며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민간경비가 도입된 후 60년 동안 많은 변화

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

60년 세월동안 경비업계에 한 획을 긋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시기

중의 하나는 바로 1970년대일 것이다. 그것은 우선 경

비업계의 이정표가 되는 용역경비업법이 1976년에 제

정됨에 따라 경비업이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 1962년에 제정되었던 청원경찰법이 1973년에 전

면 개정되어 활성화된 것도 하나의 변화이다. 그리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계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

는 용역경비협회가 1978년에 창립하는 등 민간경비산

업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한편으로 당시 용역경비업법은 1972년에 제정된

일본의 경비업법을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에 이제 새

로운 도약을 위하여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며,

또 민간경비환경의 변경에 따라 이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화 당시의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

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

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

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2. 1970년대 이전의 민간경비 환경과

치안정책

2.1 1950∼60년대의 민간경비 환경과 치안정

책의 변화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953년 한국전

쟁이 휴전된 이후 용진보안공사를 비롯하여 화영기업

(주), 경원기업(주), 신원기경(주) 등이 주한 미군의 군

납경비를 하면서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군납경비

는 초창기에 주로 야채류를 납품을 시작으로 잡역ž수

선ž주택경비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69년 7월 25일 미국 닉슨대통령의 “전쟁

발발시 자주국방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라

는 괌 독트린의 발표에 따라 서부전선에 배치되었던

미7사단이 1971년 3월부터 철수하게 되어 군납업계는

하향선을 긋게 되었다(한국경비협회, 1998: 50). 그리

고 1958년에 설립된 범아실업공사가 1962년 5월 11일

KOSCO(대한석유저장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하여

저유소 및 외국인 주택과 파이프라인의 경비업무를

시작하였다(김정환 서진석, 2009: 62).

1960년대 초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시행한 경제계획이 성공리에 진행되면서 국가기간

산업이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였다.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는 민간경비의 수요를 증가시켜

1970년에 경비업체 5개사, 경비시설수 137개소, 경비

원수 3,882명이었으며, 1975년 말 현재는 경비업체 5

개사, 경비시설 169개소, 경비원수 2,04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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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75년 경비업체 현황
(단위: 개, 명)

회사명 설립일 경비시설
수

경비원
수

주요 계약처

범아실업

공사
1958.2.4 41 568

대한석유공사,

호남정유

한국보안

공사
1971.1.22 61 544 한국전력

동서기연

(주)
1972.2.24 6 54

동아제약,

종합건물관리

범아공신

(주)
1972.7.7 15 398 한국비료

한국경보

(주)
1974.12.19 46 484 한국전력

합 계 169 2,048

자료: 김정환ž서진석, 2009: 97.

1976년에는 9개 경비업체에 경비시설수는 286개소,

경비원은 5,022명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안보 및 방범활

동에 기여하면서 기대가 커졌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고도화 경

제성장정책에 따라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

가중요시설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에 치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치안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국

가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차원보다는 국가 안보

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대간첩작전과 치안질서확립에 여념이 없는 경찰인

력에게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경비업무까지 맡기기

에는 경찰인력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설경비는 평시에 청원경찰관 또는 소속 직원이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수행하고, 비상사태 시

에는 소속 직원과 종업원으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에

의하여서만 방호임무를 수행하는 자위태세를 강조하

는 대통령 훈령(1970. 1. 20 대통령훈령 제28호 국가

중요시설 방호지침)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따라주도

록 공문(1972. 6. 12, 내무부 경비 2040-4712)을 발송

하였다. 이것은 국가 중요산업시설이나 공업단지에서

는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어서 민간경비업계에 큰 타격이 되었지만, 시설 주

들은 청원경찰에 의한 용역청원경찰로 변형시키면서

발전되어 왔다.

2.2 치안정책의 변화

1960년대 이후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그

중에 범죄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산업이 발달

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물질적인 풍

요를 가져오면서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향락적 풍조가

만연되면서 범죄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경찰수요가

날로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

른 범죄 및 교통인구의 증가, 1일 생활권역의 확대에

따른 사회물량의 확대, 사회 여러 문화와 국민의식구

조의 다양성 등 새로운 치안환경은 치안수요의 급격

한 증가를 가져왔다. 치안수요의 급증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경찰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국내 치안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하였다(김정환․서진석, 2009: 74).

경찰에서는 1972년부터 김현옥 내무부장장관이

“국가번영과 사회발전을 사회의 평온과 공공의 안녕

에 직결시키고” 있었으며(내무부, 머리말), 1976년에는

김성주 치안본부장이 ‘준경찰력확보방안’에 관한 지침

을 시달하면서 민간경비에 대한 본격적으로 입법 준

비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치안정책의 변화와 함께 민

간경비 관련법이 미비한 가운데 경비업을 수행하는

민간경비 관련자들의 청원과 노력의 결과로 용역경비

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3 청원경찰법의 제정

청원경찰법은 1962년 4월 3일(법률 제1049호)에 제

6조로 제정되었다. 주된 내용은 중요산업시설 또는 중

요사업장의 경영자, 국내주재의 외국기관이 소요경비

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기관의 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에 따라 포항, 울산 등에 건

설된 대규모 국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불순분자들의

침투 위협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무기 휴대가 가능

한 훈련된 경비원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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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횟수 42 26 8 4 4 16 9 2 19 25 ·60

<표 3> 1978년도 시설별 배치 인원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용역경비 청원경찰 합 계

시설

수

인

원

시설

수
인 원

시설

수
인 원

공공시설 11 132 2 172 13 304

일반업체 170 1,710 13 537 183 2,247

군시설 83 2,440 0 0 83 2,440

합 계 264 4,282 15 709 279 4,991

<표 4> 1978년도 시도별 배치 인원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용역경비 청원경찰 합 계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서울 77 741 3 110 80 851

부산 14 326 3 124 17 450

경기 94 1,878 1 71 95 1,949

강원 15 200 1 34 16 234

충북 2 23 1 6 3 29

충남 9 76 0 0 9 76

전북 4 97 1 3 5 100

전남 20 212 2 159 22 371

경북 12 302 1 18 13 320

경남 17 427 2 184 19 611

제주 0 0 0 0 0 0

합계 264 4,282 15 709 279 4,991

감당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을 제정한 것이다.

즉,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북한의 비정규

전과 간첩작전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청원경찰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0

년에 42회, 1961년에는 26회에 걸쳐 대남 도발을 하였

다.

<표 2> 196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 추세

자료: 주수기(1983: 124).

또 1962년 12월 북한은 군사력증강의 기본방향으로

군사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국

가를 보위해야 한다는 국방자위정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인 경찰과 사경비제도의 한계

점을 극복하고 국가중요시설물의 경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간인 신분으로서 시설주의 청원에 의해 경

비시설 내에서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지게 되었다(이윤근, 1992: 2).

3. 1970년대 민간경비의 실태와

발전요인

3.1 1970년대 경비업체 현황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비업체는 1976년 경비

업법의 제정 당시부터 1991년 5월31일 개정되기 전까

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

아야 하며, 다만,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도(서울특별

시·직할시를 포함한다)에 걸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된 197

8년에는 서울에만 10개의 허가업체가 존재했고 지방

에는 허가된 경비업체는 없었다.

1978년도 시설별 인원수를 보면 용역경비가 전체의

85.8%를 차지한 반면 청원경찰은 14.2%를 차지하여

용역경비가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설별로

보면 공공시설(304명)에서만 청원경찰이 56.6%를 차

지할 뿐 일반업체나 군시설 등에서는 용역경비가 청

원경찰 인원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8년도에 시도별 배치된 경비인원을 보면 전체

4,991명중 경기도에 39.1%, 서울에 17.1%가 배치되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그 외에 경남 12.2%, 부산

9.0%가 배치되었다.

1979년도에 허가업체는 전년 대비 1개 업체가 늘어

나 서울에만 11개 업체가 존재하였으며, 서울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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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79년도 시설별 배치 인원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용역경비 청원경찰 합 계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공공시설 11 132 2 172 13 304

일반업체 179 1,800 14 625 193 2,425

군시설 83 2,440 0 0 83 2,440

합계 273 4,372 16 797 289 5,169

<표 6> 1979년도 시도별 배치 인원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용역경비 청원경찰 합계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서울 79 761 3 110 82 871

부산 14 326 3 124 17 450

경기 99 1,879 1 71 100 1,950

강원 15 200 1 34 16 234

충북 2 23 1 6 3 29

충남 9 76 0 0 9 76

전북 4 97 1 3 5 100

전남 20 212 2 159 22 371

경북 12 302 1 18 13 320

경남 19 496 3 272 22 768

제주 0 0 0 0 0 0

합계 273 4,372 16 797 289 5,169

허가 경비업체는 1981년에 부산에서 최초로 등장하였

다.

1979년도 배치된 경비원수를 보면 전체 배치 인원

5,169명 중에서 용역경비가 84.6%로 차지하여 청원경

찰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원경찰

은 공공시설에서만 배치가 많았을 뿐 일반업체나 군

시설 등에서는 용역경비가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

다.

1979년도에 시도별 배치된 용역경비와 청원경찰 인

원을 보면 전체 5,169명중

경기도에 37.7%, 서울에 16.9%가 배치되어 수도권

이 전체의 54.6%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경남에 14.

9%, 부산에 8.7%가 배치되었다.

3.2 경비업법의 제정

1970년대에 민간경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크

게 기여한 일은 1976년 12월 31일(법률 제2946호)에

경비업법이 제정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

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53년경부터 주한 미군 군납경비를 맡으면서 시

작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의 과정 속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산업시설에 대한 경

비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특히, 1970년대에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

화에 따른 각종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하여 강력범죄의

발생이 급증하였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력은 장비와 인력의 부족, 시국치안 및 대간

첩작전과 그에 따른 훈련 등으로 민생치안 수요에 대

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한국경비협회, 1998: 31

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선

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이미 한국에서

도 운영되고 있는 경비용역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1976년 9월 취임한 김성주 치안본부장이 ‘준경찰력

확보방안’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후 청원경찰법 개정

보완, 용역경비업법 제정, 방범대원 증원방안, 교통순

시원 채택방안 등의 안건이 치안본부장과 내무부장관

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다. 이에 따라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17일 본회

의를 통과하여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제정ž공포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등이

민간경비 관련 입법을 위하여 청원과 건의 등을 통하

여 꾸준히 노력을 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찰관

출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넓게 보면 당시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은 경찰 재직 시에 경험과 그 관련성

을 살려 경비업법 제정을 위해 기여했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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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원경찰법령의 제정 당시와 1973년 개정
내용의 비교

구분 제정 당시 1973년 개정 당시

정의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

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기관의 경찰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

을 말한다.

1. 중요산업시설 또는 중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

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가 소요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

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

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순수한 민간인으로는 김정환이 1972년에 제정된 일

본 경비업법을 번역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했으며, 또 1

973년 7월에는 경비업법 제정과 민간경비육성에 대한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안황권, 2011: 11).

아울러 미국의 경비회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의 보도(1972. 11. 14), 한국경비업체 허가번호 1호 회

사인 한국경비실업(현재 S1)의 설립자인 문학동은

“대한재향경우회의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용역경비

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관계요로에 건의한 끝에 제정

을 성사시켰고, 경찰의 외곽조직 개념으로 용역경비협

회 설립을 주도해 한국경비협회를 결성시켰다”고 하

였다(에스원, 2001: 128). 이외에도 대한재경향우회의

최치환, 재향군인회의 김일환 등이 경비업법의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경비업은 경비업법의 제정으로 내무부장관 또는 시

ž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아서 안

전한 사회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으로서 발전

방향이 부여된 것이다. 이후 경비업은 급속하게 발전

을 거듭하여 사회에 깊게 정착한 동시에 안전산업으

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76년 12월 31일(법률 제2946호)에 제정된 용역경

비업법의 목적은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

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용역경비업법은

1972년에 제정된 일본의 경비업법을 많이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주된 내용은 용역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와 운반경비로 구성되

었다. 용역경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도(서울시 부산시 포함)에 걸

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

고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원의 결격사유, 복장 및

장구, 경비원의 해면명령, 경비원의 명부와 채용신고

등, 보고 및 임검 등, 행정처분, 감독, 손해배상 등, 벌

칙, 양벌규정 등을 규정하였다. 또 용역경비업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하여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

여, 이에 따라 1978년에 창설되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용역경비협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3.3 청원경찰법의 전부 개정

청원경찰법은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제

정된 후 시행되지 않은 채 11년을 보낸 후 1973년 12

월 31일에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되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정부주도로 강력

히 추진하면서 전국에 산업시설이 건설되고 이에 대

한 경비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경찰력으로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산업시설에 대한 방호문제가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구역에서만 경찰관직무집행

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생소하고 경비부담 등의 이유로 실

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가 1973년에 현실적인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전

면 개정된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원경찰법은 제정 당시에는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

기 때문에 1973년에 신설되었으며, 배치 신청은 내무

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1973년 개정에서는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청원자의 추

천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하였다.

신분은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하였으나 1967년 4월 12일(대통령령 제3002호)에 그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

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고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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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업장의 경영자

2. 국내주재의 외국기관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직무

청원경찰관은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구역을 관할하

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

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

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

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배치

청원경찰관의 배치를 받고

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

는 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임용

①청원경찰관은 관할 도지

사가 임명한다.

②순경임용 규정은 청원경

찰관의 임용에 이를 준

용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8조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병역의 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할 수

없다.

④청원경찰관의 임용, 교육,

승진, 신분, 복무 및 복

제에 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청원경찰관의 보수와 상

벌에 관하여는 경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청원자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

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

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분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

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청원경찰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청원경찰 경비는 본

봉 및 직책수당, 피복비, 교육비, 국고부담금이었으나

1973년 개정에서 봉급 및 제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

상금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한 규정과

직권남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3.4 경비협회의 창립과 활동

3.4.1 용역경비협회의 창립

흔히 민간경비업계의 총본산이라고 칭하는 용역경

비협회는 1978년 창립되었다. 이것은 1976년 제정된

용역경비업법 제15조에 “용역경비업자는 용역경비업

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하나의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한국경비

협회의 전신인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된 것이다.

한국용역경비협회의 창립총회는 1978년 8월 17일 1

0시40분에 서울시 중구 무교동63 엠파이어호텔에서

회원10명1) 중 9명(동우공영(주) 대표이사 불참)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립총회는 박동범 경감(내

무부 치안본부 경비과 방호계)의 사회로 성원보고를

한 후 출석회원 중 최고 연장자인 김이남 대표(경화

기업(주))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의안을 심의하였

다.

당일 상정된 안건은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무국장

선출, 기타사항 등이었다. 정관심의의 결과는 정관 원

안 중에서 전무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수정한 후 의결

하였다.

이어서 임원선출에서는 초대 회장(1978. 9. 21~197

9. 7. 5)에 최치환, 부회장에 윤관(범아실업공사), 김형

중(봉신기업(주))이 피선되었다. 그리고 이사는 문학

동(한국경비보장(주)), 김명욱(용진실업(주)), 김정환

(범아공신(주)), 김이남(경화기업(주)), 최진엽(한국경

비산업(주)), 이동웅(한국경보(주)), 김남수(동우공영

(주) 대표이사)이 선임되었다. 감사는 김동수(신원기

경(주))가 피선되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는 박보영을

선출하였다.

협회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284-6에 두며,

협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사무국장이 편성하여 차

기 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창립총회를 마친 후 협회는 동년 9월15일 사단법인

허가를 신청하여 동년 9월21일 사단법인 한국용역경

1)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용역경비협회의 회원이

된다. 용역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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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78년도 경비협회 정책결정

회의

명
일시

장소 및

참석인원
안건 및 심의 결과

창립

총회
8.17

엠파이어호텔

(무교동)

총원 10명

참석 9명

-정관: 전무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수정

의결

-임원선출: 회장 최치환, 감사 김동수

피선

-이사 선임: 전원을 이사로 선출

-사무국장 선출: 박보영

-운영비: 국장이 예산편성후 차기이사

회 부의

비협회 설립이 승인되었다(경비2040-8356호). 이후 9

월29일에는 법인 등기를 완료하였다.

용역경비업법에서 정한 협회의 업무는 ① 용역경비

업무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② 경비원의 교육ž훈련

에 관한 사항, ③ 경비원의 후생ž복지에 관한 사항, ④

경비소요진단에 관한 사항, ⑤ 손해배상기준의 연구발

전과 쌍방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분쟁에 관한 화해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⑥ 기

타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이었다.

3.4.2 정관 제정과 주요내용

정관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

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규칙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의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경비협회의 조직 운영의 틀과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

는 중요한 단서이자 기준이 된다.

본 정관은 용역경비업법에 의거하여 1978년 8월 17

일 한국용역경비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동년 9월 12일 감독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음

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1978년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정관은 제8장 제35조

및 부칙 제1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행하며 업자의 품위보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고

사회경비분야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제1장에서는 명칭, 조직, 목적 등 총칙을 규정하였

고, 제2장에서는 업무를, 제3장에서는 회원을 규정하

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임원, 자문기관을, 제5장에서는

회의를 그리고 제6장에서는 사무기구를, 제7장에서는

자산과 회계를, 제8장에서는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외에 협회가 1978년 9월 23일 제정한 규정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이었다.

3.4.3 교육사업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것

이 본질이다. 따라서 범죄예방, 화재예방, 혼잡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생활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문제는 중요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협회

가 경비원의 교육ž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

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7년 용역경비업법

시행령(6. 30 제정, 대통령령 제8610호)과 시행규칙(1

1. 22 제정, 내무부령 242호)이 제정할 때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규정하여 신임교육은 용역경비협회가, 보

수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수교

육은 1996년 7월1일(대통령령 1510호)에 명칭을 직무

교육으로 변경하였다. 경비원의 신임교육이란 새로 입

사한 경비원에게 직무상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

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교육(직

무교육으로 변경)이란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에

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교육이다.

용역경비협회가 실시한 신임교육 실적을 보면, 197

9년에 1,711명, 1980년에는 5,06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

였다.

3.4.4 정책결정 과정 및 결과

1970년대 용역경비협회의 정책결정은 1978년과 197

9년의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

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용역경비협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정기총회를 1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3~4차례의 이사회를 열어서 협회

의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

경비협회의 1978년도 주요한 정책결정 내용은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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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차

이사

회

8.29

낙원빌딩 509

호

이사전원

참석

-예산심의: 가입기금 10개사×50만원, 5

00만원 더 갹출키로 함, 월회비는

10만원, 15만원을 납부키로 함

-법인: 내무부 사단법인 승인 즉시 등

기

-기타 사항: 협회 업무용 차량 구입의

결

제3

차

이사

회

10.10

협회사무실

이사, 감사

전원참석

-규정 제정: 직제규정, 복무규정, 보수

규정, 직원퇴직위로금규정, 인사규

정을 검토

-이행보증보험계약체결: 협회 주관으

로 수속

-법원 공탁금회수: 조속히 조치키로

함

-홍보책자의 발간: 차기 이사회에 부

의

-교육: 주무 관청에 교육완화 요청

-협회기금 및 월회비: 예산수립후 이

사회부의

-경비원 복제 색상: 개선키로 함

제4

차

이사

회

10.31

협회사무실

총원 11명

참석 10명

-용역경비 청부경합 조정의 건: 원안

의결

-홍보책자 발간의 건: 발간하기로 의

결

-경비원 교육교재: 협회에 위임하여

발간

-신규허가 자격요건 강화 규제건의 건

-용역경비대상의 확대 추진의 건: 적

극 추진

-회비거출의 건: 다음 이사회에서 논

의

<표 9> 1979년도 경비협회 정책결정

회의

명
일시

장소 및

참석인원
안건 및 심의 결과

제2차

총회
1. 10

협회사무

실

참석 12

-정관개정안: 원안승인

-보고사항: 선전책자 배부, 신규업체

허가억제 조치방안, 경비원 신원조

명
회, 교육교재 발간, 용역경비 개발

확대 추진

제5

차

이사

회

4. 6

협회사무

실

참석 12

명

-교육: 교육수료증 당국의 인증첨부,

수료증 없는 경비원은 채용불가

-신규업체 협회 가입건: 신규허가 시

협회 경유

-용역경비원 민방위 훈련

-기타사항

제3차

총회
6. 15

협회사무

실

참석 14

명

-회장 선출: 최치환회장 사표, 고동철회

장 선출

-기타사항

제4차

총회
7. 27

협회사무

실

총원 16

명

참석 15

명

-용역경비 육성추진계획: 원안승인

-협회운영기금 및 월회비 조정: 원안

승인

-기타

1979년도에는 총회 3회, 이사회 1회가 개최되었다.

제2차 총회에서는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제3차 총회에

서는 최치환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신임회장에 고동

철 대표가 피선되었다. 그리고 제4차 총회에서는 용역

경비 육성추진계획이 승인되고, 협회운영기금 및 월회

비가 조정되었다.

경비협회의 1979년도 주요한 정책결정 내용은 <표

9>와 같다.

3.4.5 청원과 건의 활동

경비협회가 1970년대에 앞장서서 추진한 청원과 건

의활동을 보면 우선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활동이 주

된 것이다.

1978년 11월7일 협회는 공문(한경협 78-15호)을 통

하여, 용역경비업은 용역경비업법상에서 정의하는 바

와 같이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방지업무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북괴의 무모한 도

발을 분쇄하고 파괴공작으로부터 경비대상시설을 수

호하기 위하여 자체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에 앞서서

경비업무를 행하는 관계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① 용역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 담당시설에 대한 청원권 부여, ② 용역경비원에

대한 직무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청원경찰과 동등하

게 무기휴대 근거마련, ③ 법률상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의 한계를 시행규칙에 명문 규정화, ④

용역경비원에 대하여 예비군 동원훈련의 면제, ⑤ 미8

군 경비원의 복장을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협의회에

부의하여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용역경비원 복장과 동

일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1979년에는 용역경비 육성건의(한경협 79-1호, 197

9. 1. 10)를 통하여, ① 신규업체 허가억제를 자본금,

시설규모(사무실), 경비원 100명 이상 고용확보, 경비

장비 500명분 이상 확보, 협회 이사 5인 이상 동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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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이 추천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리고 용역경비 개

발확대를 위하여 방범대의 용역경비화, 아파트 주택단

지 용역경비화, 전국 중요시설장 회의소집을 하여 용

역경비 촉진계도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개정을 통하여 용역경비업자에

게 회원권 부여 및 현금호송시 무장호송 승인을 건의

하였으며, 이외에도 행사경비 전문업체 육성건의, 용

역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 청원권 부여를 요청하였다.

4. 결 론

우리나의 민간경비정책은 1970년에 큰 골격이 마련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

발계획의 성과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이 치안수요

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산업화, 도시화 등의 집적의

불이익으로 인한 도시범죄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치안

환경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불순분자들의 침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19

62년 청원경찰법을 제정하고 1973년 전면 개정하는

한편 1976년에는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

경비업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53년부터

23년 동안 제도적인 장치와 법령이 미비한 가운데 운

영되어 오던 경비업계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3년은 우리나라에 민간경비업이 도입된 지 60년

이 되는 해이고,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7년, 그

리고 경비업계의 본산인 한국용역경비협회(현재는 한

국경비협회)가 창립된 지 35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

이다. 이제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경비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방향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최근 시큐리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의 제호를 비롯한 기본적인 용어 문제에 대해 이

의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 민간조사, 교통유도경비,

산업보안, 정보보안 등을 포함하여 융합보안이 제안되

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집단

민원현장에서 일부 업체의 파행적인 문제로 인해 경

비업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민간경비 도입 60주년, 경비업법 제정 37주년, 한국

경비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

한 기틀을 마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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