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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양상에 따라 민간경호경비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모

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화 할 때 그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민간경

호경비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의 확보이다. 정부 및 민간의 정보수

집 및 전달 능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성의 확보이다. 민간의 안전관리와 치안에 관한 정보를 재생

산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타인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접근성의 확보이다. 과거의 안전관리는 국가의 군, 경 등의 치안 권력에 의해 통제 되어 왔으나 이를 민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수익성의 확보이다. 결과적으로

는 민간경호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모두 원하는 가치를 획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Exploration of Direction for Platform Business Application for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

Jeong Kwi Young* · Kim Doo H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ion in applying platform business model to the site to

facilitate the growth of a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hase of economy, The

directions of platform business application to be suggested through the study method are as follows. First, ensuring

publicness. It should be able to integrate th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ability to collect and impart

information. Second, securing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the limit not to abuse or

misuse others’ information in re-producing and using information on private safe management and public order.

Third, ensuring access. Past safety management has been controlled by public order power such as nation, military

and police power, but access should be made to be convenient between suppliers and demanders. Fourth, securing

profitability. In conclusion, those supplying and consuming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 should be able to get their

wanted value and share economic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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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뉴스를 살펴보면 매일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

정적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개인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탄식을하며 힘들어 한다.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

기도하고 사회 주변의 무관심에 경각을 일깨우는 호

소를 하기도한다.

사회가 경제 및 문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개

인 및 보편적 조직들이 이로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경비 또는 경호와 관련

된 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경제적 부

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확고하게 성장하고 있

다(안황권, 박영만, 2009).

민간경호경비업 산업분야는 그 특성과 종류에 따른

분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체감할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시설경비와 대인경호업이

라고 할수 있다(김동제, 조성구, 2013; 박준석, 2014).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민간경호경비업의 형태가 일반

국민들 개개인들에 뚜렷한 필요의식을 가지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비용과 사용방식의 접근

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관련정보를 획득하고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아직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인 것이다(박준석, 2014).

하지만 최근의 사회적 현상의 흐름을 확인하면 경

제활동을 행하는 대형 조직들의 필요에 의해 민간경

비가 정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지속되기에는 그 중요성과 타당성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간경호경비 서비스의 대중성이 확

보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간경호경비업 분야에서 산업경영론의 관

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조기의

경영학적 관점을 중시한 경비업 종사자의 직무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경호경비를 업으로

하는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이었기에 그와 관

련된 연구들이 확산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주로 민간경호경비업 분야의 조직체에 대하여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의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대표적

인 연구로는 김경식, 김은정, 강호정, 박영만(2010)에

의하여 진행된 ‘민간경호경비원의 갈등관리가 리더신

뢰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며 또다른 연구

로는 허정행(2011)이 실시한 ‘시큐리티종사자의 감정

노동이 소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어재석(2

009)이 연구를 실시한 ‘민간경호경비업무 수행의 상사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 있다. 이

후에는 민간경호경비업의 사업적 확산이 진행되면서

민간경호경비업이 서비스업의 하나나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속에서 일어나는 경영 및 마케팅적 연

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크게 일어났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병주(2015)의 ‘민간경비회사의 마케팅 전

략과 지각된 서비스 품질, 관계의 질, 구매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이종환(2010)의 ‘민간경호경비조

직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및 로열티의 관계’에 관

한 연구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변화 흐름 속에서 이제는 민간경호경비

업의 시장성과 대중성 및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론적 관점의 거시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

련 연구들이 지속되어 그 기대 결과에 따라 민간경호

경비업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된다면 정부가 제안하는

“창조경제”를 위하여 고용창출과 지식 기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검증을 재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융⋅복합 흐름

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이 민

간경호경비업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담론을 펼치고자 한다. 민간경호경비업의 전통적

인 사업모델을 탈피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호경비업의 발전

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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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탐색된 방향성에 따른 기초 활용 전략은 무

엇인가?

2.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해와 적용

2.1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

산업구조의 팽창과 확대가 전 분야에 걸쳐 매우 빠

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및 사업의 소멸과 생성 그리고

축소와 확대, 단일화와 다각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 경제 및 산업의 특징이다. 이러한 산

업적 특성의 변화에 더욱 큰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있다.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생이다. 플랫폼 비즈

니스는 한정된 자원, 자본, 아이디어, 인력 등을 공유

의 가치 실현을 통하여 저렴하게 필요한 만큼 생산하

고 분배하는 경제 산업 체계로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

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현과 발전은 2010년

이후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을 통하여 스마트 개인기

기에서 활용가능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사

용 확대를 통해 사회연결망지원(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 social network service)이라는 새로운 문화생태

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를 흔히 ‘SNS’라

는 약어를 통하여 상용하고 있다.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흔히 사용하는 SN

S를 플랫폼비즈니스의 원조로 지칭하는 근거로는 플

랫폼 비즈니스가 지닌 개념에 따른다. 플랫폼(platfor

m)은 기차를 승하차하는 공간 또는 강사, 음악가, 운

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무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반

복되는 활동을 하는 공간이나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

러한 사전적 의미로부터 현대사회의 IT 산업에 의해

정의되어진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 형태를 보인다.

인터넷 상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를 매개체

로 광고주와 사용자를 중개하는 알고리즘(구글, 네이

버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운

영체제(애플의 iOS), 외부판매자에게 서비스로 제공되

는 물류센터와 IT시스템(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옥션

또는 G마켓 등), 회원 간의 활동 중개(싸이월드, 페이

스북, 트위터 등)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최병

삼, 2012). 아래의 <그림 2>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의 관계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1)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조

즉 플랫폼 비즈니스는 반복되는 활동을 돕는 구조

물로서 개발자와 사용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보다 용

이하게 만나도록하며 상호작용을 중개함으로써 네트

워크 효과를 기반으로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나아가 양측이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도록

하거나 서로 획득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점에서 경제와 산업학적인 면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의미

를 해석하자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 시

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및 토

대를 플랫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

출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라 부를 수 있다.

2.2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용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에 따라 민

간경호경비산업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 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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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구조 안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 시스

템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안정적인 자원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앞의 <그림 1>을 통하여

설명된 플랫폼 비즈니스 구조를 민간경호경비산업에

대입하여 예를 제시하자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구

성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 2> 살펴보면 그동안 민간

경호경비가 산업적으로 발전한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중요시 하는 것은 민간경호경비산업을 이끄는 주체들

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민

간경호경비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의

미가 있다.

(그림 2) 민간경호경비업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조 적용 예시

현재의 민간경호경비업의 경우, 경호경비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를 어떻게 조절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민간경호

경비산업의 성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비

즈니스의 세 번째 가치인 사용자 경험에 의한 전이가

수요를 불러 일으켜 연구와 개발로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되는 그리고 소비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욕

구에 의한 재개발 및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간경호경비산업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및 활

성화의 핵심 방향이다. 미래지향적인 민간경호경비 산

업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보여 지는

공급과 소비의 일방적인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

이다. 즉 민간경호경비산업을 양방향 및 다면성을 지

닌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고부가가치 또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경제력을 지닌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관계기반의 가치창출을 우선하는

경영환경을 제공(조용호, 2012)한다는 점에서 민간경

호경비가 공공성 및 경제적가치동시에 추구할수 있음

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민간경호경비산업에서의

플랫폼비즈니스 활용은 분명 가치 창출의 전망을 밝

게 한다.

3. 연구방법

3.1 문헌고찰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앞서 경호경비학 관련전공과 교수, 경호경비분

야 박사학위소지자, 민간경호경비 현장실무자 2인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과의 협의를 실시한 후

문헌고찰의 연구절차 설계를 완료하였다.

3.2 자료처리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해당 내용을 반

복적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여 분류하였으며, 이를 기

초로 하여 귀납적 범주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문제

와 관련된 핵심주제를 기본으로 하위내용들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Tashakkori & Teddlie, 1998, 2002).

구체적으로 자료 분석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면

수집된 자료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료의 조

직화·체계화·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구성

하기 위하여 귀납적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자료의 기

술․분석․해석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연구자

간 능동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의 과정은 Thomas & Nelson(2004)이 제시

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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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당성 및 신뢰성

자료처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내용의 타당성과 신

뢰도를 확보 하는 이 연구의 타당도 검증방법은 두

단계로 구분되어 차례로 실시되었다. 첫 단계로써 수

집된 자료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외적비평을 실

시하였다. 이 단계는 미가공된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

하거나 자료의 진위여부를 구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다음 두 번째 단계로써 수집된 자료를 이 연구의 전

문가집단과 함께 검증하는 내적비평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는 질적 연구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바탕으

로 한 타당도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절차적 과정에 해당하였다(Thomas & N

elson, 2004).

3.4 연구의 진실성

이 연구에서는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앞서 경호경비학 관련전공과

교수, 경호경비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민간경호경비 현

장실무자 2인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으로 주관적인

연구가 되지 않도록 진행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검토,

동료 간 협의, 다각도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

한 방향성 제안

첫째, 공공성의 확보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유

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즉

관계된 주체 모두 이익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갖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중 하나이다. 민간경호

경비산업에 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공유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 민간업체, 소

비자가 모두 이익을 지닐수 있는 구조를 구성해야한

다는 것이고 이 체계안에서 무언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경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의 정보수집 및 전달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정보에 관한 공공성을 유지하고 정보를 손쉽게 공유

함으로서 민간경호경비서비스의 소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율성의 확보이다. 민간의 안전관리와 치안

에 관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타인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셋째, 접근

성의 확보이다. 과거의 안전관리는 국가의 군, 경 등

의 치안 권력에 의해 통제 되어 왔으나 이를 민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자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타인의 개인영역

을 침범할 수 있는 경우를 발생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

최창옥, 조영진, 강판상(2013)의 연구에 따르면 플

랫폼 비즈니스는 개인도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재능이나 활동을 통하여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들면 민간경호

경비 관련 e-정보플랫폼이 개설되었을 때 소비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는데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안전에 관련된 자발적 취재원이 되어 자신의 주거지

역내 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성과 접근성의 확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와 이를 서비스로 개발하고 있

는 민간 업체 그리고 다수의 사용자가 유기적인 협력

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동수(2013)의 연구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

공과 실패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서비스사업 모델의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사업형태의

특성상 기존 사업모델과의 연계성 및 또는 관련성에

서 파생시키는 것을 기본으로하여 소비자의 거부감을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차별성을 부여한 개

성있는 사업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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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넷째, 수익성의 확보이다.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여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대가없

이 나누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당산업이 일구어내

는 이익을 서로 필요한만큼만 가치있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는 의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돈 이상의 무언가를 가져

갈 수 있고 서비스 공급자도 단수한 경제적 이익에서

벗어나 향후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민간경호

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모두 원

하는 가치를 획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태희, 김도현, 신영인(2013)의 연구에 따르면 플

랫폼 비즈니스는 온라인 사업형태가 주로 수익을 발

생시키기 효과적이다고 보고하면서 이때 수익을 극대

화 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공급자와 소

비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수

익성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 접근성이 얼마나 높

은가에 따라 변화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말한 진동수(2013)의 연구에서도 수익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사용료

지줄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면서 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할수 있는 주체에 그 수익과 비용부담의 정도를

분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개발된 플랫폼 비

즈니스 모델의 가치, 이익, 기반환경 등 모두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4.2 플랫폼비즈니스 적용 방향성에 따른 민간

경호경비업의 활성화 방향

이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투명한 교환활동을 실시하고 미래지향적

인 발전의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플랫폼비즈니스

의 적용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민간

경호경비산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자율성, 접근성, 수익성을 고려

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이

끌어 내었다. 이러한 결과에따라 실천 가능한 활성화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테러 및 범죄 등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서비스를

구축한다.

둘째, 국민 개개인에게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보안 및 경비서비스 통합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통합정보서비스망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민간경호경비서비스업체는 해당 통합정보서

비스에 저장된 잠재적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 가격을 저렴하게 책

정하도록 하여 민간경호경비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중화되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는 민간경호경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플렛폼

비즈니스의 적용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

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접

문가집단을 구성하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민간경호경

비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의 확보이다. 둘째, 자율성

의 확보이다. 셋째, 접근성의 확보이다. 넷째, 수익성

의 확보이다.

현대사회가 급변하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야하

는 공공의 안전에 대하여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발

전의 속도 만큼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및

사고의 수가 늘어나고 그 형태도 매우 강력하게 변모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경호경비업은 비교적

높은 서비스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민간경호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 탐색 105

민간경호경비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성향을 확대하기

위하여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민간경호경비업

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5.2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적용 방안

의 실천에 대한 법적인 가능성 및 실현정도를 전문가

집단과의 면담방법을 통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경호경비업에 대한 대

중의 지식과 정보활용 정도를 양적연구로 규명하여

민간경호경비업의 플렛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초

로자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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