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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교육훈련 내용을 체계화하여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능력표준 개발은, 재교육을 통해 재차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해결과 산업현

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세분류 중 업무와 직무를 1:1로 분류한 경호분야에 대하여 직무수행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실제업무와의 ‘상관성’과 경과의 ‘적용성’ 및 비용과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고려되

는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인 DACUM 기법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매뉴얼을 활용하여 경호분야 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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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to successfully perform the duties by systemizing the cont

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such as knowledge·technology·grounding required to perform the duties in the industri

al field, the necessity has been raised in that it can solve the time and cost of re-investment through retraining and

train high-quality human resources required in the industrial field. For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cess with a focus on duty performers for the security sector classifying work and duties into 1:1 among sub-cate

gories based on the NCS classification system, this study enhances the site suitability of security sector education a

nd proposes the development of the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process required by the industry by using NCS

development manual and DACUM technique, the worker-centered job analysis considering ‘correlation’ with the actu

al work, 'applicability' of progress and 'efficiency' for costs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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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

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

로 체계화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

원에서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

ompetency Standard)[1]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24개

의 대분류, 80개의 중분류, 238개의 소분류로 분류되

고 직무와 연관된 887개의 세분류가 개발 혹은 개발

예정에 있다[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에서 실

시하고 있는 직무별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문제

점들을 개선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토대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직무분류의 기준인 세분류

의 경우를 살펴보면 업무와 직무를 N:1로 분류하는

경우와 1:1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다수의 업무를 하나의 직무로 묶음으로써 국가직무능

력표준(NCS) 개발 시, 개별적 직업능력인 능력단위(c

ompetency unit)의 포괄적 설정으로 개발 후 나타날

수 있는 능력단위 부족현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

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분류 중 경호분야의 경

우도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직업군으로 보안직

무와 함께 세분류되어 있으며, 경비업법 제2조 1항의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를 통합한 보

안직무와 함께 신변보호 업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세분류 중 업무와 직무를 1:1로 분류한 경호

분야에 대하여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직무분석 기법

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매뉴얼을 활용하고,

산업현장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 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한 경호분야 직무능력표준을 제안하고자 한

다.

2. 관련 연구

2.1 경호분야 교육훈련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기업은 궁극적 성과의 달성과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를 시도하고 있고, 그 중 인적자

원개발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구성원의 역량 개발

을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적자원 개

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 높은 교육훈련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구성원의 잠재적

역량뿐만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원활한 직무 수행과 기업의 궁극적인 성과 달성에 기

여할 수 있게 된다[3].

이와 같은 교육훈련은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에서

해당 직무의 전문 교수자에 의해 대부분 주관적으로

수행되지만, 주관적인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은 자칫 기

업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의 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내용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방법으로는 직무분

석(Job Analysis)에 의한 개발이 효과적이며, 각 직무

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즉,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숙련, 태도, 책임과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명확하게 밝혀

서 기술하는 수단으로 분석대상 직업에 따라 직무분

석 방법이 다양하다[4]. 직무분석 기법으로는 과업 중

심 직무분석,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 혼합적 직문분석

의 유형으로 구분되며[5][6][7], 실제업무와의 ‘상관성’

과 경과의 ‘적용성’ 및 비용과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8], 경호분야에 적용되는 직무분석 기법은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의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기법을 이용하였다[9][10][11][12].

직무에 대한 분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

표준산업분류(KSCO),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기

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DACUM 기

법을 활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수행하였고, 경호 직무와 관련된 분류를 살

펴보면 <표 1>과 같이 세분류 기준으로 「02. 경호」

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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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CS 경비분야 분류체계[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1. 경비․청소 1. 경비 2. 경비․경호
01. 경비

02. 경호

2.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에서 직무는 국가직

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하고, 기본 구성

요소인 능력단위(competency unit)는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된다[13].(그림 1)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NCS의 구성[14]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성항목[13]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2>과 같다.

<표 2> NCS 구성항목의 세부사항[14]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호분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

S) 개발로서, 개발 착수를 위해서 경호분야의 전문가

로써 연구진, 개발진의 구성과 연구 범위를 정하게 된

다. <표 3>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구성 인

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연구진 및 개발진 구성 현황

구 분 범 위 구 성 인 원

개발진

산업현장
전문가(7)

경호
(신변보호)

신변보호 7

교육훈련
전문가(3)

대학교 1

전문대학교 2

자격 전문가(1) 자격 1

직무분석
전문가(1)

교육공학 1

연구진
프로젝트
전문가(2)

대학교 2

이와 같이 구성된 연구진과 개발진을 중심으로 다

음과 같이 개발을 진행하였다.

첫째, 수립된 개발 계획에 맞추어 경호직무에 대한

정의 및 책무(Duty)를 도출하고, 도출된 책무(Duty)들

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단위명을 작성하게 된다. 개발

계획은 직무분석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호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개발진의 토론을 통해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및 능력단위별 지식(Knowledge)·기술(Skill)·태

도(Attitude)에 대하여 도출하게 된다. 연구진의 경우

도출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 그리고 능력단위

별 K·S·A를 기준으로 수행준거, 적용범위 및 작업상

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등에 대한 작성을 수행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

구 성 항 목 내 용

능력단위
ㆍ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
용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

능력단위요소
ㆍ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

수행준거
ㆍ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지식ㆍ기술ㆍ태도
ㆍ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ㆍ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ㆍ능력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
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평가지침
ㆍ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직업기초능력
ㆍ능력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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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번의 워크숍과 3번의 검토회의를 거치게 된다. 둘

째, 도출된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능력단위요소 및 능

력단위에 대한 수준(Level)을 정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셋째, 각 능력단위를 기준으

로 하위요소인 능력단위요소별로 교육훈련생이 습득

해야 할 수행준거 및 능력단위별 지식(Knowledge)·기

술(Skill)·태도(Attitude)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을 검토하게 된다. 넷째,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내용

에 대한 적용범위 및 작업 상황 그리고 평가지침 등

이 작성되면 최종 검토를 거치게 되며, 현장 설문을

통해서 수정·보완을 진행하여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

게 된다.

4. 연구 결과

4.1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도출

교육훈련 개발 절차에 따라 경호분야에 대하여 직

무의 정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및 수준을 <표

4>, <표 5>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4> 경호직무 정의

<표 4>의 경호직무 정의를 바탕으로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및 수준을 <표 5>와 같이 12개의 능력

단위와 35개의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고 각각의 능력

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수준은

관리자와 실무담당자 그리고 경호원을 구분하여 수행

되어지는 해당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표 5>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4.2 능력단위별 세부내용

4.2.1 경호기획

경비계획은 경호업무의 형성, 준비, 실시, 평가 등

의 경호업무가 형성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모든 경호 관련자가 수행하여야할 행동원칙과

지침을 개발하고,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능력으로 <표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신체·재산을 각종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보좌하는

일이다.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수준

경호기획

1.경호업무준비하기 6

2.경호환경분석하기 6

3.경호계획서작성하기 6

4.경호활동평가하기 6

경호고객관계관

리

1.업무고객관리하기 7

2.업무고객요구사항대응하

기
7

경호교육훈련
1.기본교육훈련하기 5

2.직무교육훈련하기 5

경호정보보안관리

1.경호정보수집하기 4

2.경호정보분석평가하기 4

3.경호정보보안수행하기 4

선방경호

1.선발경호준비하기 3

2.현장답사점검하기 3

3.비상대책수립하기 3

경호안전관리

1.출입관리하기 3

2.시설물점검하기 3

3.위험물관리하기 3

수행경호

1.도보대형운용하기 3

2.차량대형운용하기 3

3.우발상황조치하기 3

경호의전

1.일정관리하기 3

2.경호대상자의전하기 3

3.고객응대하기 3

경호무도

1.기초체력강화하기 3

2.기본무도수련하기 3

3.호신제압술수련하기 3

4.이미지트레이닝하기 3

경호장비운영
1.경호장비확보운용하기 4

2.경호장비유지관리하기 4

경호응급처치

1.상황별응급처치하기 3

2.응급의료장비활용하기 3

3.심폐소생술수행하기 3

경호운용지원

1.경호인력관리하기 4

2.경호행정처리하기 4

3.고객요구사항처리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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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6> 경호기획 세부내용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경호업무
준비하기

1.1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경호업무와 관련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2 경호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호행사계획서나
제안요청서(RFP)의 내용을 분석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호업무내용과 요구조
건을 확인할 수 있다.

1.3 경호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호행사계획서나
제안요청서(RFP)의 내용을 기준으로 1차 경
호계획서나 경호업무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
다.

1.4 준비된 1차 경호계획서나 경호업무제안서를
고객에게 브리핑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5 경호업무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과 실제 업
무상의 차이점을 조정할 수 있다.

1.6 고객 및 경호업무수행상의 관련자 또는 기관
과의 연락체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

【지 식】
◦ 고객상담에 관한 지식
◦ 제안요청서(RFP)
◦ 경호업무 전반에 관한 이해
◦ 원가계산방법
◦ 비용분석방법
◦ 정부입찰제도
◦ 4대보험제도
◦ 근로계약제도
◦ 가용자원의 활용에 관한 지식
◦ 관련법규
◦ 업무타당성조사방법

【기 술】
◦ 경호업무분석능력
◦ 시장현황 분석능력
◦ 소요예산 산출능력
◦ 인력편성배치능력
◦ 업무타당성조사기법 적용능력

【태 도】
◦ 경영마인드
◦ 현상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시
각
◦ 현상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시각
◦ 융통성 있는 시각
◦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
◦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고객지향 마인
드
◦ 모든 위해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마인드

경호환경
분석하기

2.1 관련 매뉴얼, 지침, 절차 등을 바탕으로 경호
대상자와 관련한 각종 경호환경요소를 조사
할 수 있다.

2.2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호대상자 및 경
호대상 관련자의 주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2.3 경호대상자와 관련된 조직 관련자와의 인터
뷰를 통해 경호대상자의 동선 내에 위치해
있는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4 경호대상자 및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
호대상자 주변의 이해관계자, 잠재적위해자
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2.5 조사된 환경요소와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한
내용을 구조화된 자료로 유목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

【지 식】
◦ 경호의 일반적 환경의 조사분석
◦ 경호대상시설의 특성
◦ 경호의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위해환경 조사
◦ 고객 요구사항의 일반적 특성
◦ 고객 요구사항의 조사분석방법
◦ 관련 법규

【기 술】
◦ 현장조사 능력
◦ 환경분석 능력
◦ 위험(Risk) 예측분석능력
◦ 위험요소별 유목화 능력
◦ 행동유형분석능력

【태 도】
◦ 고객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려는 태도
◦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시각
◦ 위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시각
◦ 적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태도
◦ 잠재적 발생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경호계획서
작성하기

3.1 경호환경분석 내용을 토대로 경비계획의 목
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3.2 경호환경분석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호
위해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3.3 경호위해와 고객의 요구사항, 관련법규, 기
타 필요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경호계획안을 복수로 작성할 수 있다.

3.4 작성된 경호계획대안을 주어진 환경과 고객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계획안의 사정평가를
할 수 있다.

3.5 사정평가된 계획안 중 최적안과 차선안을 선
택할 수 있다.

【지 식】
◦ 경호대상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이해
◦ 경호대상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
◦ 경호대상자의 거주공간 등 물적환경에 대한
이해
◦ 경호대상자 관련 위해요소에 대한 이해
◦ 경호대상자의 동선특성에 대한 이해
◦ 경호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이해
◦ 경호대상자와 관련된 인적네트워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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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경호고객관계관리

경비직무교육훈련이란 경호업무의 의뢰자 및 도급

인, 그리고 경호업무에 관련된 제반고객들의 요구사

항과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이들 고객과의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유지·관리하는 능력으로 <표 7>과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7> 경호고객관계관리 세부내용

◦ 경비업무 관련 적용법규 이해
◦ 인력배치계획에 대한 이해
◦ 유관기관협력에 대한 이해
◦ 고객관계관리에 대한 이해
◦ 경호교육훈련에 대한 이해
◦ 경호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 경호의전에 대한 이해
◦ 선발경호에 대한 이해
◦ 수행경호에 대한 이해
◦ 경호정보안관리에 대한 이해
◦ 경호장비운용에 대한 이해
◦ 경호응급처치에 대한 이해
◦ 경호무도운용에 대한 이해
◦ 관련 자원동원방법에 대한 이해
◦ 관련 자원의 배분에 대한 이해
◦ 근무편성방법

【기 술】
◦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환경분석능력
◦ 인물에 대한 심리적분석능력
◦ 시설특성 분석능력
◦ 인력편성배치 기법의 활용능력
◦ 각 경호유형별 경호수행방법 적용능력
◦ 자원동원능력
◦ 자원의 상황별 활용능력
◦ 유관기관과의 협력활용 능력

【태 도】
◦ 현상에 대환 치밀한 분석태도
◦ 환경요소에 대한 종합적 분석시각
◦ 대립요소에 대한 객관적 인식태도
◦ 사안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접근시각

경호활동
평가하기

4.1 경호행사가 종료한 후 경호계획상의 절차와
실제 활동상의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다.

4.2 경호계획과 비교하여 경호행사 중 발생한 문
제점을 정리할 수 있다.

4.3 경호행사 후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
을 정리할 수 있다.

4.4 평가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사후대책을 논의
할 수 있다.

4.5 평가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4.6 평가사항을 다음 경호행사에 환류하여 반영
할 수 있다.

【지 식】
◦ 행사성격에 대한 이해
◦ 경호계획에 대한 이해
◦ 경호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 평가업무에 대한 이해
【기 술】
◦ 분석기법적용능력
◦ 평가방법활용능력
【태 도】
◦ 객관적 시각
◦ 냉철한 태도
◦ 분석적 태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업무고객
관리하기

1.1 제안요청서나 직접적인 면담 등을 통해
경호업무의뢰고객 또는 도급인의 업무관
련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2 경호업무의뢰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
규상의 법적인 제약요소를 확인하고, 요
구사항의 이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3 경호업무의뢰고객의 불특정한 요구사항
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
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1.4 고객과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업무회
의를 통해 경호업무상의 문제발생을 예
방할 수 있다.

1.5 경호업무수행에 관한 문제발생시 고객과
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6 경호업무의뢰 고객에 수시 및 정기보고
를 할 수 있다.

【지 식】
◦ 고객의 요구사항파악 및 분석
◦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 문제해결방법
◦ 고객관계관리(CRM)
◦ 회의 및 보고에 관한 지식
◦ 불만처리 방법

【기 술】
◦ 고객의 요구사항파악 및 분석능력
◦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능력
◦ 고객관계관리(CRM)능력
◦ 회의 및 보고수행능력
◦ 불만처리기술

【태 도】
◦ 고객지향적 태도
◦ 고객에 대한 적정한 언어 사용 준수
◦ 고객에 대한 만족스런 서비스 준수

업무고객
요구사항
대응하기

2.1 사전에 경호대상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
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별 대
응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2.2 사전에 경호대상자의 방문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유
형별 대응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2.3 경호대상자와 관련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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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경호교육훈련

경호교육훈련이란 경호원 및 경호업무관련자가 경

호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교육훈련과 전문직

무교육훈련을 수행하고, 교수요원 및 경호요원이 자기

계발에 관련한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개

발하는 능력으로 <표 8>과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

게 된다.

<표 8> 경호교육훈련 세부내용
경호업무 관련요구사항과 일반요구사항
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처리기준과 절차
를 수립할 수 있다.

2.4 고객요구사항의 대응절차를 토대로 고객
요구사항을 경호업무관련 직접적인 요구
사항과 일반요구사항으로 분류하여, 각
각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

2.5 고객의 요구사항이 불만사항인 경우 일
반적인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다.

2.6 경호업무 관련 요구사항 중 현장에서 즉
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급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7 고객요구사항이 경호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요구사항인 경우 해당 부서나 담당
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2.8 고객요구사항의 처리과정과 결과는 정해
진 절차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다.

2.9 고객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서류로 정리하
고, 이를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지 식】
◦ 상주고객의 욕구파악 및 분석
◦ 방문고객의 욕구파악 및 분석
◦ 불만고객의 욕구파악 및 분석
◦ 고객상담
◦ 관련 법규
◦ 경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지식
◦ 고객불만처리
◦ 해당 경호대상자 관련시설의 업무특성
◦ 해당 경호대상자 관련시설의 조직구조

【기 술】
◦ 업무성격에 대한 판단능력
◦ 고객 불만처리능력
◦ 질문 및 대화기술

【태 도】
◦ 고객지향적 태도
◦ 친절하고 절제된 태도
◦ 고객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 불만고객에 대한 인내심 있는 자세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기본교육
훈련하기

1.1. 경호계획서에 따라 경호환경과 경호시장의
수요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교육계획
서를 작성할 수 있다.

1.2 기본교육계획서에 따라 경호원신임교육의 위
탁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기본교육계획서에 따라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비업법, 형사법 등
경호관련법규를 교육할 수 있다.

1.4 기본교육계획서에 따라 직업윤리, 예절 등의
소양교육을 할 수 있다.

1.5 기본교육계획서에 따라 교육훈련의 결과를 평
가할 수 있다.

【지 식】
◦ 경호관련법규
◦ 교육훈련계획
◦ 교수법
◦ 직업윤리교육
◦ 경호예절교육
◦ 경비원(경호원)신임교육

【기 술】
◦ 경호관련법규 적용능력
◦ 교육훈련계획수립능력

【태 도】
◦ 교수로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
◦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려는 적극적 태도
◦ 직무에 대한 자부심
◦ 피교육자 성향을 이해하려는 융통성 있는 태
도

고객요구사항
대응하기

2.1 경호업무의뢰자의 요구, 직무교육방향, 경호계
획서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직무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2 경호사격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2.3 경호통신장비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2.4 경호검색장비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2.5 총기 및 분사기조작운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2.6 경호원이 휴대할 수 있는 경호원(경비원)휴대
장비 장비에 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2.7 경호대상자의 보좌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2.8 직무교육훈련 실시 후 교육과정과 피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지 식】
◦ 교수법
◦ 심리분석방법
◦ 위험분석
◦ 폭발물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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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경호정보보안관리

경호정보보안관리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도

모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첩보를 사전에 수집·분

석·평가하고,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으로 <표 9>와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9> 경호정보보안관리 세부내용

◦ 안전검측방법
◦ 사격술
◦ 총기조작방법
◦ 분사기조작방법
◦ 검색장비조작방법
◦ 방호장비조작방법
◦ 감시장비조작방법
◦ 통신장비조작방법
◦ 탄약관리방법

【기 술】
◦ 심리분석에 대한 능력
◦ 위험분석에 대한 능력
◦ 폭발물처리방법에 대한 능력
◦ 안전검측방법에 대한 능력
◦ 사격술에 대한 능력
◦ 총기조작방법에 대한 능력
◦ 분사기조작방법에 대한 능력
◦ 검색장비조작방법에 대한 능력
◦ 방호장비조작방법에 대한 능력
◦ 감시장비조작방법에 대한 능력
◦ 통신장비조작방법에 대한 능력
◦ 탄약관리방법에 대한 능력

【태 도】
◦ 교수로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
◦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려는 적극적 태도
◦ 직무에 대한 자부심
◦ 다양한 피교육자의 성향을 이해하려는 융통성
있는 태도
◦ 관련 법규의 제약준수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경호정보
수집하기

1.1 관련법규와 경호계획을 고려하여 경호업무에
관련된 정보 및 첩보수집원칙과 세부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1.2 관련법규와 경호계획을 고려하여 경호첩보
및 정보의 기본요소를 확정할 수 있다.

1.3 관련법규와 경호계획을 고려하여 경호첩보
및 정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4 경호첩보 및 정보수집계획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거나 유관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
다.

【지 식】
◦ 관련법규

◦ 첩보수집에 관한 지식
◦ 정보요구방법

【기 술】
◦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능력
◦ 첩보수집능력
◦ 정보요구방법에 대한 능력

【태 도】
◦ 정보 수집 수칙 준수
◦ 뚜렷한 목적의식을 위한 태도
◦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

경호정보
분석평가
하기

2.1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수집된 첩보와 정보
를 분류원칙과 방법에 맞추어 분류할 수 있
다.

2.2 분류된 첩보와 정보를 획득한 자료의 정확한
기록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보내용의 타당
성을 평가할 수 있다.

2.3 평가된 첩보 및 정보를 분석하여 상호인과간
계성과 모순성 등을 확인하여 자료화하고 이
를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2.4 평가 및 분석된 정보를 정보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지 식】
◦ 정보분류방법
◦ 정보평가방법
◦ 정보분석방법
◦ 정보보고서작성방법
◦ 정보평가 등급에 대한 이해

【기 술】
◦ 정보분류방법 적용능력
◦ 정보평가방법 적용능력
◦ 정보분석방법 적용능력
◦ 정보보고서작성방법 적용능력

【태 도】
◦ 성실한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노력
◦ 견실성 검토를 위한 책임감
◦ 정확히 판단하려는 노력

경호정보
보안수행
하기

3.1 관련법규와 경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2 정보보호계획에 따라 정보보호의 범위와 유
형을 확정하고 성격에 부합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3.3 경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보안구역
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4 경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관련 자료
를 비밀분류원칙에 따라 비밀분류하고, 보관
할 수 있다.

3.5 보안취약요소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점
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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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선발경호

선발경호란 선발경호원이 사전에 행사장에 파견되

어 위해요소를 검색하고,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상태를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능력으로

<표 10>과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10> 선발경호 세부내용

【지 식】
◦ 경호정보보안업무규정
◦ 보안의 기본원칙
◦ 보안구역운용방법
◦ 비밀분류방법
◦ 비밀보관방법
◦ 보안점검방법

【기 술】
◦ 경호정보보안업무규정 적용능력
◦ 보안의 기본원칙 적용능력
◦ 보안구역운용방법 적용능력
◦ 비밀분류방법 적용능력
◦ 비밀보관방법 적용능력
◦ 보안점검방법 적용능력

【태 도】
◦ 경호정보 보안업무규정 준수
◦ 경호보안 계획 수립을 위한 책임감
◦ 보안 확보 및 활용하려는 노력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선발경호
준비하기

1.1 경호계획을 토대로 세부적인 선발경호계획과
현장답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 현장답사계획을 토대로 사전에 행사의 성격
과 규모,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1.3 현장답사계획을 토대로 사전에 나타날 수 있
는 문제점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다.

1.4 관련기관 및 관련자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5 구체적인 선발경호인력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1.6 구체적인 안전점검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지 식】
◦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방법
◦ 안전점검관련 장비운용 방법
◦ 안전대책방법
◦ 안전검식요령
◦ 교통체계에 관한 지식

【기 술】
◦ 안전검사능력
◦ 안전점검능력
◦ 안전점검관련 장비운용능력

◦ 안전검식 운용능력
◦ 위해분석능력

【태 도】
◦ 책임감
◦ 치밀한 분석력
◦ 보안유지

현장답사
점검하기

2.1 현장조사를 통해 인적취약요소를 점검할 수
있다.

2.2 현장조사를 통해 물적취약요소를 점검할 수
있다.

2.3 현장조사를 통해 지리적 취약요소를 점검할
수 있다.

2.4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여 답
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 식】
◦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위해요소 파악
◦ 환경분석
◦ 정보수집에 대한 지식
◦ 자료정리 및 보고서작성에 관한 지식
◦ 안전대책방법 운용에 관한 지식

【기 술】
◦ 인적위해요소 점검능력
◦ 물적위해요소 점검능력
◦ 지리적위해요소 점검능력
◦ 환경분석능력
◦ 정보수집능력
◦ 자료정리 및 보고서작성 능력
◦ 안전대책방법 운용능력

【태 도】
◦ 책임감
◦ 치밀한 분석력
◦ 보안유지

비상대책
수립하기

3.1 현장답사의 안점점검 및 환경분석을 통해 주
이동로와 비상이동로를 선정할 수 있다.

3.2 현장답사의 안점점검 및 환경분석을 통해 비
상시 이용할 취기병원을 선정할 수 있다.

3.3 현장답사의 안점점검 및 환경분석을 통해 비
상시 사용할 헬기장을 확보할 수 있다.

3.4 현장답사의 안점점검 및 환경분석을 통해 기
동수단을 선정할 수 있다.

3.5 현장답사의 안점점검 및 환경분석을 통해 차
량 및 공중강습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 식】
◦ 정보분석
◦ 환경분석
◦ 위해유형 및 특성 파악
◦ 이동수단 및 방법
◦ 안전대책운용

【기 술】
◦ 정보분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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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경호안전관리

경호안전관리란 경호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제거하고,

안전상태를 경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능력

으로 <표 11>과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11> 경호안전관리 세부내용

◦ 환경분석능력
◦ 위해분석능력
◦ 안전대책운용능력

【태 도】
◦ 책임감
◦ 치밀한 분석력
◦ 보안유지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출입관리
하기

1.1 경호계획에 따라 출입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 경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신원
과 유형, 성격, 인원수 등을 미리 파악하고,
출입증이나 검색장비 등의 통제방법을 강구
할 수 있다.

1.3 경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나 화물에
대한 성격과 유형, 숫자 등을 미리 파악하고,
출입증이나 검색장비 등의 통제방법을 강구
할 수 있다.

1.4 출입통제선에서 비표를 운영하여 인가되지
않은 인원, 물품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1.5 출입인력과 함께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서는 별도의 검색수단을 모색하고, 의심이 되
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조치할 수 있다.

1.6 출입통제 현장에서 출입통제업무 수행 중 독
자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경호상황실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지 식】
◦ 출입인원 및 차량 통제대책의 기준
◦ 비표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색요령
◦ 각종 보안검색장비의 적절한 활용

【기 술】
◦ 인력출입자 통제능력
◦ 비표운용방법에 대한 능력
◦ 물품검색방법에 대한 능력
◦ 차량검색방법에 대한 능력
◦ 화물검색방법에 대한 능력
◦ 보안검색장비 운용방법에 대한 능력

【태 도】
◦ 출입자에 대해 철저히 확인절차를 시행하는
자세

◦ 인원 및 물품에 예외 없는 검색을 시행하는
자세

◦ 팀원 간 상호협력, 협의, 확인하여 수행하는
자세

◦ 반입되는 각종 물품, 원칙에 입각 명확한 검
색

현장답사
점검하기

2.1 경호계획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설물점검원칙
과 시설물점검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2.2 시설물점검원칙과 시설물점검리스트에 따라
행사장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2.3 시설물점검원칙과 시설물점검리스트에 따라
위해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확
인점검 할 수 있다.

2.4 시설물점검원칙과 시설물점검리스트에 따라
행사장 주변의 불안전한 환경적 요소를 제거
할 수 있다.

2.5 전기, 소방, 가스, 유류, 냉난방, 공조시설, 승
강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
소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 제거할 수 있
다.

2.6 시설물점검원칙과 시설물점검리스트에 따라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
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7 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 적정한 방법을 통해
그 안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지 식】
◦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
◦ 각종 시설물 특성 및 구조
◦ 주변 환경의 불안전요소
◦ 각종 시설물 안전규정

【기 술】
◦ 시설물 점검리스트 작성 능력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능력
◦ 위해요소를 탐지, 제거할 수 있는 능력

【태 도】
◦ 안전점검 수칙 준수
◦ 철저한 안전 점검리스트 작성 및 확인 자세
◦ 안전 점검업무에 대한 성실한 수행자세
◦ 안전관련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

교통질서
유지하기

3.1 경호계획에 의거하여 위험물관리지침과 관리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3.2 경호계획과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행사장 주
변의 위험물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3.3 파악된 위험물은 위험물관리지침과 관리리스
트에 따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3.4 파악된 위험물 중 잠재적 위험물로 분류된
것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3.5 안전 조치된 위험물에 대해서는 행사가 종료
될 때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유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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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수행경호

수행경호란 경호대상자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

는 각종 위해요소를 최근접에서 예방하고 제거하는

능력으로 <표 12>와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12> 수행경호 세부내용

【지 식】
◦ 위험물의 유형
◦ 위험물의 특성
◦ 총포류 관리요령
◦ 도검류 관리요령
◦ 화약류 관리요령
◦ 위험물취급방법
◦ 관련법규
◦ 예비군무기고 및 탄약고 관리요령
◦ 특수경비원 무기 및 탄약관리
◦ 검색 및 탐지장비

【기 술】
◦ 잠재적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보 및 관리 능
력
◦ 각종 위해 물품 탐지 및 관리 능력
◦ 각종 위험물 안전관리업무 능력

【태 도】
◦ 위험시설물 점검시 안전수칙 준수
◦ 위해 물품 확인 철저 시행
◦ 위험물 안전조치를 위한 책임감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도보대형
운용하기

1.1 경호계획을 토대로 세부적인 도보대형운용지
침을 수립할 수 있다.

1.2 사전에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와 관련한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다.

13. 사전에 이동하고자 하는 이동로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다.

1.4 파악된 관련 정보를 토대로 도보대형의 운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1.5 도보대형과 경호원의 위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어 운용할 수 있
다.

1.6 도보대형을 운용하기 전에 경호대상자에게
이동목적지와 방법 등에 대한 개략적인 브리
핑을 할 수 있다.

【지 식】
◦ 근접경호방법
◦ 도보경호대형운용
◦ 우발상황대응

【기 술】
◦ 근접경호능력
◦ 도보경호대형 운용능력
◦ 우발상황대응 능력

【태 도】
◦ 책임감
◦ 치밀한 분석력
◦ 자기희생성
◦ 즉각적 대응성

차량대형
운용하기

2.1 경호계획을 토대로 세부적인 차량대형운용지
침을 수립할 수 있다.

2.2 사전에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와 관련한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다.

2.3 사전에 이동하고자 하는 이동로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다.

2.4 차량이동전에 경호원들은 경호대상자의 승차
지점과 하차지점에 대한 복수의 방안을 마련
하고 숙지할 수 있다.

2.5 파악된 관련 정보를 토대로 차량대형의 운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2.6 차량대형과 차량의 위치는 장소와 상황에 따
라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어 운용할 수 있다.

2.7 차량대형을 운용하기 전에 경호대상자에게
이동목적지와 방법 등에 대한 개략적인 브리
핑을 할 수 있다.

2.8 차량이동시 발생하는 비상시 차량이용대응책
을 강구할 수 있다.

【지 식】
◦ 차량특성
◦ 차량경호대형 운용
◦ 차량에 의한 우발상황대응

【기 술】
◦ 차량운용능력
◦ 차량경호대형 운용능력
◦ 우발상황대응능력

【태 도】
◦ 책임감
◦ 치밀한 분석력
◦ 자기희생성
◦ 즉각적 대응성

우발상황
조치하기

3.1 경호계획을 토대로 세부적인 우발상황대응지
침을 수립할 수 있다.

3.2 우발상황 발생시 조치에 대한 사전 반복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3.3 우발상황발생시 신속한 엄호 후 최단 시간내
에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3.4 경호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함과 동시에 위해
상황 및 위해자에 대응할 수 있다.

3.5 부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후
후송할 수 있다.

【지 식】
◦ 우발상황의 유형별 특성
◦ 우발상황대응방법
◦ 관련 장비 및 장구의 활용방법

【기 술】
◦ 우발상황대응방법 활용능력
◦ 관련 장비 및 장구의 활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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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경호의전

경호의전이란 경호대상자의 일정관리업무와 경호

행사시 경호대상자 및 행사참석자에 대하여 정해진

의식과 전례, 예법에 맞추어 보좌하고 응대하는 능력

으로 <표 13>과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13> 경호의전 세부내용

【태 도】
◦ 책임감
◦ 치밀한 분석력
◦ 자기희생성
◦ 즉각적 대응성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일정관리
하기

1.1 경호계획에 토대를 두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

1.2 파악된 경호대상자의 일정을 목적에 맞게 분
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1.3 파악된 경호대상자의 일정을 관련부서 및 담
당자와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1.4 경호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계자와 협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지 식】
◦ 경호동선에 대한 이해
◦ 관련부서와 담당자에 대한 정보
◦ 경호업무에 대한 이해
◦ 경호의전에 대한 이해

【기 술】
◦ 경호계획서 작성 능력
◦ 행사수행 능력
◦ 시간관리 능력

【태 도】
◦ 계획서 수립을 위한 예행연습을 통한 준비
성

◦ 계획한(일정)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
◦ 경호대상자의 고려하는 섬세함 및 배려심

경호대상자
의전하기

2.1 경호계획과 일정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호대
상자가 참여하는 행사의 성격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다.

2.2 경호계획과 일정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호대
상자가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 파악할 수 있
다.

2.3 경호계획과 일정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호대
상자가 만나는 고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4 경호계획과 일정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호대
상자가 이용하는 이동수단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5 경호계획과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인 경호의전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2.6 경호행사시 참석자의 서열과 서열조정에 대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7 경호의전지침에 따라 경호대상자의 탑승시
탑승예절을 수행할 수 있다.

2.8 경호의전지침에 따라 경호대상자가 참석하
는 일반행사의 의전을 수행할 수 있다.

2.9 경호의전지침에 따라 경호대상자가 참석하
는 연회행사의 의전을 수행할 수 있다.

【지 식】
◦ 의전지침수립에 대한 지식
◦ 심리분석에 대한 지식
◦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지식
◦ 언어예절에 대한 지식
◦ 인사예절에 대한 지식
◦ 탑승예절에 대한 지식
◦ 식사예절에 대한 지식
◦ 연회장예절에 대한 지식
◦ 접객응대예절에 대한 지식
◦ 품위유지방법
◦ 감정조절방법
◦ 참석자 서열 및 서열조정에 대한 지식

【기 술】
◦ 의전지침수립능력
◦ 심리분석능력
◦ 언어예절 구현능력
◦ 인사예절 구현능력
◦ 탑승예절 구현능력
◦ 식사예절 구현능력
◦ 연회장예절 구현능력
◦ 접객응대예절 구현능력
◦ 품위유지방법 구현능력
◦ 감정조절능력
◦ 참석자 서열 및 서열조정 능력

【태 도】
◦ 경호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 투철한 책임감
◦ 경호업무 진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자세
◦ 단정한 복장준수
◦ 품위 있는 태도유지 자세
◦ 항상 밝은 표정 유지자세
◦ 절제된 용어사용
◦ 고객의 입장에서 경청하는 자세

고객응대
하기

3.1 경호업무 전 사전 미팅 때 고객응대를 할 수
있다.

3.2 경호업무진행과 동시 고객응대를 할 수 있
다.

3.3 경호업무 후 경호대상자를 고객으로 응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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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경호무도

경호무도란 각종위해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예와

무술을 구현하는 능력으로 <표 14>와 같은 세부내

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14> 경호무도 세부내용

【지 식】
◦ 심리분석에 대한 지식
◦ 상황별 경호예절구현에 관한 지식
◦ 품위유지방법
◦ 감정조절방법

【기 술】
◦ 상황별 고객응대기술
◦ 경호대상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예리한 판단
능력
◦ 상황별 고객응대 구현능력
◦ 상황별 경호예절구현능력
◦ 품위유지능력
◦ 감정조절능력

【태 도】
◦ 경호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 투철한 책임감
◦ 경호업무 진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자세
◦ 단정한 복장준수
◦ 품위 있는 태도유지 자세
◦ 항상 밝은 표정 유지자세
◦ 절제된 언어사용
◦ 고객의 입장에서 경청하는 자세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기초체력
강화하기

1.1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 훈련계획에 따라 기초체력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지 식】
◦ 운동생리학에 대한 지식
◦ 기초체력운동법
◦ 음식물섭취 및 조절방법

【기 술】
◦ 맨몸 체력강화 능력
◦ 기구사용 체력강화 능력
◦ 운동계획 작성능력
◦ 음식물섭취 조절능력

【태 도】
◦ 신체안전수칙 준수
◦ 인내심
◦ 책임감

기본무도
수련하기

2.1 각각의 무도분야에 맞는 기본무도수련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2.2 각각의 무도분야별 수련방법에 따라 선택한
무도수련을 수행할 수 있다.

2.3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무도수련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

【지 식】
◦ 각 분야별 무도에 대한 이해
◦ 각 분야별 무도수련방법
◦ 음식물섭취 및 조절방법

【기 술】
◦ 각 분야별 기본무도수련방법 활용 능력
◦ 각 분야별 무도수련기구 활용능력

【태 도】
◦ 신체안전수칙 준수
◦ 인내심
◦ 책임감

호신제압술
수련하기

3.1 경호무술에 맞는 경호무술수련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3.2 경호무술 수련방법에 따라 경호호신술을 수
행할 수 있다.

3.3 경호무술 수련방법에 따라 경호제압술(체포
술)을 수행할 수 있다.

3.4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경호무술수련 달성
도를 평가할 수 있다.

【지 식】
◦ 경호무술에 대한 이해
◦ 경호호신술에 대한 지식
◦ 경호제압술 또는 체포술에 대한 이해

【기 술】
◦ 경호무술 활용능력
◦ 경호호신술 활용능력
◦ 경호제압술 또는 체포술 활용능력

【태 도】
◦ 신체안전수칙 준수
◦ 인내심
◦ 책임감

이미지
트레이닝
하기

4.1 이미지트레이닝을 위한 훈련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4.2 훈련계획에 따라 이미지트레이닝을 실시할
수 있다.

【지 식】
◦ 이미지트레이닝에 대한 이해
◦ 이미지트레이닝 훈련방법

【기 술】
◦ 상황대처능력
◦ 위기극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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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경호장비운영

경호장비운영은 경호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호

장비를 구매·운용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유지·관

리하는 능력으로 <표 14>와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

게 된다.

<표 14> 경호장비운영 세부내용

4.2.11 경호응급처치

경호응급처치는 경호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갑작스

러운 응급환자에 대하여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

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시행하는 응급처치 능력으로 <표 15>와 같은 세부내

용을 수행하게 된다.

<표 15> 경호응급처치 세부내용

◦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능력

【태 도】
◦ 인내심
◦ 책임감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경호장비
확보운용
하기

1.1 경호계획에 근거하여 경호장비의 요구수요
를 파악할 수 있다.

1.2 경호장비의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 경호장비 구매를 위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
다.

1.4 관련법규와 경호계획을 바탕으로 경호장비
운용을 위한 표준운영절차서를 작성할 수
있다.

1.5 경호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요구수요에 맞추
어 적정하게 배치운용 할 수 있다.

【지 식】
◦ 경호장비구매를 위한 법률적 이해
◦ 경호장비 특성
◦ 장비구매 방법
◦ 경호장비 배치운용 방법

【기 술】
◦ 경호장비구매에 대한 법률적 해석 능력
◦ 경호장비에 대한 정보 및 구매 능력
◦ 경호장비 설치 및 구매견적서 작성 능력
◦ 경호장비운용 계획수립 능력
◦ 경호장비운영 및 조작 능력
◦ 경호장비 배치 및 활용 능력
◦ 표준운영절차서 작성 능력

【태 도】
◦ 법률 준수
◦ 최신경호장비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
◦ 계획적인 구매를 위한 노력
◦ 표준운영절차서 준수
◦ 완벽한 검색 및 검측을 위한 책임감
◦ 장비운용에 대한 이해와 노력

경호장비
유지관리
하기

2.1 경호계획에 근거하여 경호장비에 대한 점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2 경호장비에 대한 점검관리리스트에 따라 주

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2.3 경호장비의 올바른 작동법 및 안전사항에 대
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4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
우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지 식】
◦ 경호장비 특성
◦ 경호장비장애 시 비상운영에 관한 지식
◦ 경호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기 술】
◦ 경호장비 유지보수 능력
◦ 경호장비장애 시 비상운영 능력
◦ 경호장비 소모품관리 능력

【태 도】
◦ 물품관리 및 보관에 대한 책임감
◦ 장비장애 시 대응절차 준수
◦ 최상의 상태로 장비를 유지하려는 노력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상황별
응급처치
하기

1.1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
다.

1.2 응급상황 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별할 수 있다.

1.3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을 진단하여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다.

1.4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응급상황
을 예방할 수 있다.

【지 식】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응급상황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지식
◦ 상황별 응급처치방법
◦ 응급구조활동의 원칙
◦ 응급처치 구명 단계
◦ 응급처치의 실시 범위
◦ 응급처치의 절차
◦ 응급처치 활동 시 유의사항
◦ 응급의료 관련 법령

【기 술】
◦ 응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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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경호운용지원

경호운용지원은 본 활동인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관리, 행정처리, 법무행정, 경호업무와 관

련한 고객요구사항처리 등과 같은 지원활동을 수행하

는 능력으로 <표 16>과 같은 세부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 환자를 조사하는 기술
◦ 응급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 환자를 안정시킨 후 필요한 응급처치 시행
능력

◦ 상황별 응급처치 기술
◦ 응급처치 구명 단계에 따른 기술 적용 능력
◦ 응급구조 준비와 운반 기술
◦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능력

【태 도】
◦ 응급처치 지침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

◦ 실제 응급상황에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의
지

◦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예방
노력

◦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 극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
는 의지

◦ 꾸준한 응급처치 기술 습득 자세
◦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노력

◦ 문제점을 찾아서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는 태도

◦ 응급처치 시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
◦ 사고관련 증거물과 소지품을 보존하려는 노
력

◦ 진단 및 사건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존 노력

◦ 응급처치 후 청결 유지

응급의료
장비활용
하기

2.1 응급상황에 따라 적합한 응급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2.2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심장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지침서에 따라 자동제세
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2.3 응급상황 예방을 위하여 응급장비와 응급용
품을 확보할 수 있다.

【지 식】
◦ 응급장비의 종류와 성능
◦ 응급상황별 활용할 수 있는 응급장비
◦ 응급장비 사용방법
◦ 응급구조 준비와 운반을 위한 장비활용 지
식

◦ 응급장비와 비상용품에 대한 지식

【기 술】
◦ 응급장비 운영 및 관리 기술
◦ 응급 장비를 활용한 상처 치료(드레싱) 기술
◦ 붕대, 지혈대 사용 능력
◦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기술
◦ 부목 사용 능력
◦ 자동제세동기 사용 능력
◦ 응급구조 준비와 운반을 위한 장비활용 능
력

◦ 응급장비와 비상용품을 확보할 수 있는 능

력
◦ 주변 물건을 이용한 응급장비 확보 능력

【태 도】
◦ 응급장비 사용지침 준수
◦ 장비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준수
◦ 장비의 손상 시 복원하려는 의지
◦ 응급장비를 청결하게 관리하려는 노력
◦ 응급장비의 기술적 위험에 적극적 대비 노
력

◦ 응급장비를 유지관리하려는 노력
◦ 응급장비와 비상용품의 확보 노력
◦ 구급함을 가까운 곳에 비치하려는 노력

심폐소생술
수행하기

3.1 심폐소생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심폐소
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3.2 성인과 영유아를 구분하여 적합한 심폐소생
술을 시행할 수 있다.

3.3 심폐소생술 미실시 기준과 중단 기준에 따라
실시 또는 미실시, 계속 또는 중단을 판단하
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지 식】
◦ 119신고요령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 심폐소생술의 절차
◦ 성인 심폐소생술과 영유아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의 미실시 및 중단 기준에 관한
지식

【기 술】
◦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
◦ 지침에 따른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
◦ 심폐소생술 미실시 및 중단 기준의 판별 능
력

◦ 환자상태 파악 능력
◦ 응급 대응 체계 활성화 능력
◦ 흉부압박 기술
◦ 기도유지 기술
◦ 인공호흡 기술

【태 도】
◦ 심폐소생술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실시하려는 노력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려
는 노력

◦ 환자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고
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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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경호운용지원 세부내용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경호인력
관리하기

1.1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경호업무와 관
련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
다.

1.2 세부적인 제안요청(RFP)의 내용을 분
석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호
업무내용과 요구조건에 따라 경호인력
수를 산정할 수 있다.

1.3 관련법규와 경호계획에 따라 관련 경호
인력의 모집 및 채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 관련법규와 경호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경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행정처리
와 교육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5 관련법규와 경호계획에 따라 경호업무
의 성격에 맞게 경호원배치신고 및 배
치허가 관련 행정처리를 수행할 수 있
다.

1.6 관련법규와 경호계획, 경호교육훈련계
획 등을 토대로 경호현장에 배치된 경
호원에 대한 현장교육을 수행할 수 있
다.

1.7 현장에 배치된 경호인력 중 변동이 발
생한 경우 관련법규와 경호계획에 따라
즉시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거나 배치폐
지 등의 행정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지 식】
◦ 인력의 모집 및 채용 등 충원방법
◦ 인력배치방법
◦ 조직관리방법
◦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경호원 배치폐지에 관한 지식
◦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

【기 술】
◦ 인력 모집 및 채용 능력
◦ 인력배치에 관한 활용능력
◦ 조직관리에 관한 활용능력
◦ 관련법규 활용능력
◦ 경호원 배치폐지 관련 제반업무 처리능
력

◦ 경호원 교육훈련 능력

【태 도】
◦ 경영마인드
◦ 전문직업인적 태도
◦ 융통성 있는 시각

경호행정
처리하기

2.1 관련 법규 및 관할 경찰관서의 지시사
항 및 감독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2.2 경호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와 경호계
획서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신
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을 처리 할 수 있
다.

2.3 경호업무와 관련한 관할 행정관청으로
부터의 이행명령이나 감독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2.4 경호업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문제를 처
리할 수 있다.

2.5 경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

매와 이에 대한 비용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2.6 관련 법규에 따른 경비업무 관련 구비
서류 및 작성, 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이
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지 식】
◦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 관련 법규상의 각종 신고사항 숙지
◦ 관련 법규상의 각종 허가사항 숙지
◦ 관련 법규상의 감독명령에 대한 이해
◦ 관련 법규상의 이행명령에 대한 이해
◦ 관련 법규상의 작성, 비치서류에 대한
이해

【기 술】
◦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능력
◦ 관련 서류작성능력
◦ 관련 행정절차수행능력

【태 도】
◦ 법규준수태도
◦ 전문 직업인적 태도

고객요구사항
처리하기

3.1 사전에 상주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의 유
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별 대응절
차를 마련할 수 있다.

3.2 사전에 방문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의 유
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별 대응절
차를 마련할 수 있다.

3.3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호업무 관련요구
사항과 일반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별
도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
다.

3.4 고객요구사항을 경호업무관련 요구사항
과 일반요구사항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

3.5 고객의 요구사항이 불만사항인 경우 일
반적인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처리절차
를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다.

3.6 경호업무 관련 요구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상급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
리할 수 있다.

3.7 고객요구사항이 경호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요구사항인 경우 해당 부서나 담
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3.8 고객요구사항의 처리과정과 결과는 정
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통보
할 수 있다.

3.9 고객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서류로 정리
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지 식】
◦ 거주시설의 상주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

◦ 불만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
◦ 고객상담
◦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 경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지식
◦ 고객불만처리
◦ 해당 경호대상자의 신상특성에 대한 이
해

◦ 해당 경호대상자의 업무특성에 대한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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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현장 검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경호분야 개발 결과에 대

하여 경호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내용의 산업

현장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표 17>과 같이 지역별로는 서울, 경

기, 인천, 강원,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북,

부산경남으로 9개 지역에서 총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7> 업무별 조사대상

구 분 지역 부서 업체 수

경호 관련

사업장

서울

수행팀

10

경기 4

인천 4

강원 3

대구경북 3

대전충남 3

충북 3

광주전남

북
4

부산경남 4

총 계 38

산업현장 검증은 5점 척도로 각 사업장에서 직무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설문 내용으로는 개발 결과인 능력단위 구성,

직무정의,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

식․기술․태도,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수준에 대

한 내용이다. 산업현장 검증 결과 <표 18>과 같이 전

체 평균 4.76으로 적합성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결과

로 나타났다. 특히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수준이 다소 높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검증결과를 살펴

보면, 수준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호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이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18> 산업현장 검증 결과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를 기

준으로 세분류 중 업무와 직무를 1:1로 분류한 경호분

야에 대하여 직무 수행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과

정 개발을 위해, 실제업무와의 ‘상관성’과 경과의 ‘적

용성’ 및 비용과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고려되는 작

업자 중심 직무분석인 DACUM(Developing A Curric

ulUM) 기법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매뉴얼

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경호분야의 산

업현장 전문가 7명, 교육훈련 전문가 3명, 자격 전문

가 1명, 직무분석 전문가 1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기 술】
◦ 업무성격에 대한 판단능력
◦ 고객 불만처리능력
◦ 질문 및 대화기술

【태 도】
◦ 고객지향적 태도
◦ 친절하고 절제된 태도
◦ 고객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 불만고객에 대한 인내심 있는 자세

구 분 세 부 내 용 업체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직무

구조

능력단위

구성

38

4.79 0.41

직무 및

능력단

위

직무정의 4.63 0.49

능력단위

정의
4.74 0.45

능력단위 4.74 0.45

능력단

위요소

능력단위요소 4.21 0.41

수행준거 4.92 0.27

지식 5.00 0.00

기술 4.76 0.43

태도 5.00 0.00

능력단

위 및

능력단

위요소

수준

능력단위수준

평점
4.79 0.41

능력단위요소

수준평점
4.84 0.37

전 체 평 균 4.76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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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의 기본 구성요소인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경호기획, 경호고객관계관

리, 경호교육훈련, 경호정보보안관리, 선발경호, 경호

안전관리, 수행경호, 경호의전, 경호무도, 경호장비운

영, 경호응급처치, 경호운용지원으로 총 12개의 능력

단위와 하위요소인 35개의 능력단위요소로 경비분야

와의 중복을 피하여 유효적절하게 능력단위를 선별하

여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직무구조, 직무 및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수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각 사업장에서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현장 검증 결과 전체 평균 4.76로 적합성에 대하

여 상당히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경호분야에 대

한 교육과정 개발이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경호분야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직무능

력표준 개발은 결국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요구

서’로써, 향후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능력단위와 교과

목이 1:1 혹은 N:1로 구성된 학습모듈의 개발을 통하

여, 구체적인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과 관련된 내용을 교수자가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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