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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국가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정부는 국가중요

시설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1]. ‘국가중요시

설’이란 국방부훈령 제1057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나

정부청사 등과 같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

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

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지난 원자력발전소

해킹사건(2014.12.23, 조선일보)을 비롯하여 정부청사

무단침입 사건(2016.04.06 YTN), 정부청사 트럭돌진

사건(2014.04.15 조선일보), 가스공사 기지 무단침입

사건(2013.10.01, 가스신문) 등 국가중요시설의 피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혼란을 야기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테러의 목표로 선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불만 세력이나 반사회적 범죄

의 표적이 될 수 있다[2].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여개의 국가중요시설 있고, 군과 경찰이 경비상태

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3], 그간 경찰청의 국가중요

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나 평가지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설방호에 국한되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I

SO 9001(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CPTED(환경설

계를 통한 범죄예방)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중요시설

의 국제적인 인증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진행순서

<표 1> 연구 진행순서

연구목적 선행조사 국가중요시설 ISO CPTED 결론

연 구 의
필 요 성
도출

국가중요시
설의 인증
관련 선행
연구

국가중요시
설의 정의
및 인증사
항

ISO 국제표
준화 기구
의 이해와
인증요구사
항 조사

CPTED 범
죄예방 디
자인 이해
와 인증요
구사항 조
사

CPTED와
ISO를 매핑
한 국가중
요시설 의
요구사 항
개발

본 연구의 연구진행순서로 [표1]과 같이 먼저 국가중

요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인

증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국가중요시설, 국제표

준화기구(ISO), 범죄예방디자인(CPTED)에 대해 각각

의 정의와 인증 요구사항을 비교 조사한 후 각각의

요구사항을 연계(Mapping)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1.3 선행연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증연구와 관련해서 이상원(2

012)은 “국가중요시설의 방범평가 지표개발 연구”에

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시설물주변, 울타리, 출입구,

터미널내 상가 및 승강기, 순찰 및 경비구역, 보안실

및 검색시스템, 보안요원 교육훈련, 대인검색절차와

주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방범평가 지표를 제시하

였고, 이민형, 이정훈(2015)은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 분석“에서 국가중요시설중 항만시설을 중

심으로 물리적 보안 요인을 시설방호, 접근통제, 재해

방지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으며, 정태황(2011)은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에서 국가시설 안전관리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고, 정태황(2016) “국가중요시설 보안평가방안“ 에서

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보안수준 평

가항목에서 특별히 시설보안수준 평가영역을 선정하

고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국가중요시설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경찰청(위기관리센터)「테

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제2조 2항과 국방

부훈령 제1057호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서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

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

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

며, [표 2]와 같이 동령 제6조 국가중요시설의 분류에

서 “가”급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중앙청

사 등으로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는 시설

이며 , “나”급은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및 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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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 등으로,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며, “다”급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국가정보원

지부 등으로 제한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7조 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

준에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산업시설, ㉰전

력시설, ㉱방송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시설, ㉴

공항, ㉵항만시설, ㉶수원시설, ㉷과학연구시설, ㉸교

정․정착지원시설, ㉹지하공동구 시설, ㉺기타 총 13

가지로 분류하고 “가”, “나”, “다”급으로 구분하였다.

<표 2>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명칭 “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준

적에 의하여 점령 또
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
역의 통합방위작전수
행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적에 의하여 점령 또
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
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시설

적에 의하여 점령 또
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
에서 단기간 통합방
위작전수행이 요구되
고, 국민생활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분류
기준

가. 청와대, 국회의사
당, 대법원, 정부
중앙청사

나. 국방부․국가정
보원 청사

다. 한국은행 본점

가. 중앙행정기관 각
부, 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나. 대검찰청․경찰
청․기상청 청사

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나. 국가정보원 지부
다. 한국은행 각 지역
본부

라. 다수의 정부기관
이 입주한 남북출
입관리 시설

마. 기타 중요 국․공
립기관

출처 : 국방부훈령 제1057호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국가중요시설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표 3]의 국

가중요시설 관련 요구사항과 같이 경찰청훈령 제748

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서는 시설

방호실태, 경찰지원경력, 지방청관심도, 애로사항으로

구분하였고, 국가중요시설의 방범평가 지표(이상원, 2

012)에서는 시설물 주변, 울타리, 출입구, 터미널 내

상가 및 승강기, 순찰및 경비 환승구역, 보안실 검색

시스템, 보안요원 교육훈련 검색절차, 주차시설 등으

로 구분하였다.

<표 3> 국가중요시설 관련 요구사항

국가중요시설지도·점검체크리스트(일부)국가중요시설의 방범평가 지표(일부)

구분 점 검 항 목

  
시설방호

실태

  자체방호계획 수립여부
  방호원근무실태(인원및
휴대장비)

  주요 방호시설물 설치

설치여부

  방호경계에 대한 관리자
관심도

  비상통신망 운용 상태
  무기 및 탄약관리 실태
  교육 훈련 실태

 경찰지원
경력

  배치경력의 적정성
  근무요령 등 이해도
  근무자 교양 사항
  관할서 방호지원계획 수
립여부

  비상연락체계
  각종 대응매뉴얼 비치

및 활용도
 지방청관
심도

  주관부서 관심도

애로사항  기타 찬양, 지적, 건의사항
  총평

시설 내용

  시설물주변
차도 및 보행로

조경, 조명, CCTV

  울타리

  출입구
터미널출입구

화물터미널출입구

  터미널 내

상가 및 승

강기

  순찰 및 경
비 환승구

역

  보안실 검색
시스템

  보안요원 교
육훈련 검

색절차

  주차시설

출처 1. 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경찰청훈령 제748호)

2. 이상원(2012), 국가중요시설의 방범평가 지표개발 연구 재구성

2.2 국제표준화기구 ISO 관련 인증 요구사항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출범은 1946년에 25개국 대표가 런

던의 토목공학연구소에서 산업표준의 국제조정을 위

한 통일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1947년 2월 23일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ISO에서는 1987년에

미국국가규격(ANSI/ASQC Z 1.15)과 영국국가규격(B

S 5750) 및 캐나다CSA Z 299를 근거로 하여 ISO 900

0을 개발하고, 2000년에는 TQM(종합적 품질관리)에

PDCA사이클(Plan, Do, Check, Act) 요소를 도입하여,

종래의 품질시스템에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품질경영시스템’으로 바꾸었다[4]. 품질경영시스템의

인증 효과로는 불합리한 공정단계를 제거하여 생상성

을 높이고, 고객만족을 통한 기업이미지 향상, 효율적

인 조직 관리개선 등이며[5]. 2017년 현재 170개국, 10

0만개 단체 이상이 ISO9001 인증을 받았다[6]. 품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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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제표준화기구(ISO) 관련 인증 요구사항

품질경영 시스템
(ISO 9001 : 2015) 요구사항
Quality management systems R

equirements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ISO 27001:2013) 요구사항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
stems Requirements

비
고

�개요
‚참고 문헌
ƒ용어 정의

�개요
‚참고 문헌
ƒ용어 정의

공
통

„조직의 이해
„.�조직과 그 맥락에 대한

이해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
„.ƒ품질경영 시스템의 범위

결정

„조직의 이해
„.�조직과 그 맥락에 대한 이

해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기

대 이해
„.ƒ정보보안 관리 시스템의

범위 결정

차
이

„.„품질경영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리더쉽
….�리더십과 헌신
….‚정책
….ƒ조직의 역할, 책임 및권한

…리더쉽
….�리더십과 헌신
….‚정책
….ƒ조직의역할, 책임 및 권한

공통

†기획
†.�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행동
†.‚품질 목표 및 달성 목표
†.ƒ변경 계획

†기획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행

동
†.‚정보보안 목적 및 이를 달

성하기 위한 계획

차이

‡지원
‡.�리소스
‡.‚적격
‡.ƒ의식
‡.„의사 소통
‡.…문서화 된 정보

‡지원
‡.�리소스
‡.‚적격
‡.ƒ의식
‡.„의사 소통
‡.…문서화 된 정보

공통

ˆ운영
.̂�운영 계획 및 통제
.̂‚제품 및 서비스 요구 사항
.̂ƒ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외부 제공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통제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제품 및 서비스 릴리스
.̂‡부적합 출력 통제

ˆ운영
.̂�운영 계획 및 통제
.̂‚정보보안 위험 평가
.̂ƒ정보보안 위험 처리

차이

‰성능 평가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내부 감사
‰.ƒ경영 검토

‰성능 평가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내부 감사
‰.ƒ경영 검토

공통

Š개선
Š.�일반 사항
Š.‚부적합 및 시정 조치
Š.ƒ지속적인 개선

Š개선
Š.�부적합 및 시정 조치
Š.‚지속적인 개선 공통

출처 : https://www.iso.org/obp/ui/#iso:std:iso:9001:ed-5:v1:en,

www.iso.org/obp/ui/#iso:std:iso-iec:27001:ed-2:v1:en

영시스템과는 별도로 기업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관

한 인증인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IEC 27001은 정

보보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조직들의 요청에 의해,

1998년 제정된 BS 7799-2를 근간으로 해서, 2005년 1

0월 15일 제정되었다. 국제적으로 인지되는 ISMS(Imf

ormation Securiy Management System) 규격에 적합

한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

으로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이지, 제품인증은

아니다[4]. 이와 유산한 국내 인증으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가 있

다. 이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어떤 조직

이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실현하기 위

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할때, 그 관리체

계가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7].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운영하는

인증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과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O 27001)의 요구사항

을 비교한 결과 [표 4]와 같이 �범위, ‚참고문헌, ƒ

용어정의, „조직의이해, …리더쉽, †기획, ‡지원, ˆ

작업, ‰성능 평가, Š개선 등 10가지 항목으로 동일하

게 구성되었으며, 차별적인 항목은 „조직의이해, †기

획, ˆ작업에서 품질과 정보로 나누어 요구사항을 구

성하였다.

2.3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CPTED) 관련통제항목

CPTED라는 용어는 레이 제프리(Ray Jeffery)가 197

1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

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도시설계와 범죄

와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소개하였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건물구조와 도로형태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여 침입절도와 같은 기회성 범죄를 감소시키기 198

0년대 부터 도입하였다[8]. CPTED의 목적은 공간구

성, 실배치, 창호설치, CCTV 등과 같은 물리적인 환

경에 방범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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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외 CPTED 요구사항 관련 사례

구분
국 내 국 외

경찰청 국토교통부 연구자료 네덜란드 싱가포르

관련
근거

CPTED 방안
2005

기본 설계와
관리전략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학교범죄예방
을 위한
CPTED
평가모형
개발

경찰안전주
택

인증제도

국가범죄예방
위원회
‘03.11
가이드북

구성
요소

�분명한 시야
선 확보
‚적합한 조명
의 사용
ƒ고립지역의
개선
„사각지대의
개선
…대지의 복합
적 사용증진
†활동인자
‡영역성 강화
ˆ정확한 표시
제공
‰공간설계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ƒ활동의 활성
화
„조경
…조명
†폐쇄회로 텔
레비전 안내
판의 설치

�학교주변
환경
‚대지경계
ƒ교내 외부
공간
„교내 내부
공간
…운영 및 관
리

�도시계획
및 설계
‚공공장소
ƒ배치
„건물
…주택

�시선
‚조명
ƒ막다른 골목
„함정지역
…고립
†혼합된 토지
이용
‡다양한 행위
유도
ˆ소유, 유지,
관리
‰표지판 및
정보
Š전체적 디자
인

CPTED 적용원리를 적용한 재배치

�감시

�분명한 시야
선 확보
‚적합한 조명
의 사용
‰공간설계

…조명 �학교주변
환경

�도시계획
및 설계

�시선
‚조명
Š전체적 디자
인

‚접근
통제

ƒ고립지역의
개선
„사각지대의
개선
…대지의 복합
적 사용증진

�접근통제
„조경

‚대지경계
ƒ교내 외부
공간
„교내 내부
공간

‚공공장소
ƒ배치

ƒ막다른 골목
„함정지역
…고립
†혼합된 토지
이용
‡다양한 행위
유도

ƒ영역
성
강화

†활동인자
‡영역성 강화

‚영역성 확보
ƒ활동의 활성
화

-
„건물
…주택

ˆ소유, 유지,
관리

„가독
성
강화

ˆ정확한 표시
로 정보제공

†폐쇄회로 텔
레비전 안내
판의 설치

- -
‰표지판 및
정보

…활용
성
증대

- - - - -

†유지
관리

- -
…운영 및 관
리 - -

출처 :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http://www.cpted.kr)

의 내용을 재구성

간을 조성함으로써 범죄 없는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것으로[9]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

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10]. CPTED는

[표 5]와 같이 6가지 적용원리가 있는데 1.감시(Survei

llance), 2.접근통제(Access Control), 3.영역성 강화(T

erritoriality Reinforcement), 4.가독성 강화(Legibility

Reinforcement), 5.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 6.

유지관리(Maintenance & Management) 등이 있으며

[11], [표 6]와 같이 국·내외 CPTED 요구사항 관련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표 5> CPTED의 6가지 적용원리 및 적용사례

적용원리 내 용 적용사례

1. 감시
(Surveillance)

도로구조 및 건물배치를 통해 가
시권을 극대화하여 감시

시야, 조명, 공간
설계

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 일정공
간으로 유도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

고립·사각 지역개
선, 배치, 유도

3. 영역성 강화
(Territoriality R
einforcement)

인도나 조경을 통한 지역주민들
의 공적영역, 사적영역으로 구분
하는 영역을 강화

대지의 사용증진,
활동성, 영역성
강화, 조경, 공동
장소, 관리

4. 가독성 강화
(Legibility Reinf
orcement)

위험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
지판등을 쉽게 표현하여 가독성
을 강화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5. 활용성 증대
(Activity Suppor
t)

놀이시설보강, 공연회 개최공공
장소의 활용성 증대를 통한 안전
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6. 유지관리
(Maintenance &
Management)

“범죄감시 지역“ 표지판 설치 등
을 통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
지관리

폐쇄회로 텔레비
전 안내판의 설
치, 표지판 및 정
보

CPTED의 요구사항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국내는 경찰청(2005) 「환경설계를 통

한 범죄예방(CPTED) 방안」과,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른 「범죄예

상 건축기준」에서와 조진일외(2013)의 「학교범죄예

방을 위한 디자인(CPTED) 평가모형 개발」에서 제

시되어 있으며, 네덜란드는 1996년부터 시작된 경찰안

전주택(Dutch Police Label Sccured Housing) 인증제

도에서와, 싱가포르는 1982년 창립된 Nation Crime P

revention Council of Singapore에서 CPTED가 활성

화 되고 있고 2003년 11월 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다

[11]. 또한 [표 6] 하단에서 보듯 사례의 구성요소들을

CPTED의 적용원리에 따라 재배치하면 결국 CPTED

의 6가지 원칙 범주안에 있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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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중요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국가중요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개요
‚참고 문헌
ƒ용어 정의
„조직의 이해

ISO 9001 : 2015과 공통

„.� 조직과그맥락에대한이해
„.‚ 이해관계자의요구와기대이해
„.ƒ국가중요시설관리시스템의범위

결정
○ 범위 결정

„.„ 국가중요시설 관리시스템 및
프로세스

○ 프로세스 진행

…리더쉽
….� 리더십과 헌신
….‚ 정책
….ƒ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기획
†.�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행동

ISO 9001 : 2015과 공통

†.‚ 국가중요시설 관리 목표 및
달성 목표

○ 목표설정

†.ƒ 변경 계획
‡지원
‡.� 리소스
‡.‚ 적격
‡.ƒ 의식
‡.„ 의사 소통
‡.… 문서화 된 정보
ˆ운영
.̂� 운영 계획 및 통제

ISO 9001 : 2015과 공통

.̂‚ 국가중요시설의 감시
○ 도로구조 및 건물배치를 통해 가
시권을 극대화하여 감시

- CCTV, 조명 등은 설치 하였는가?

.̂ƒ 국가중요시설의 접근통제

○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 일정공
간으로 유도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

- 고립 및 사각 지역, 동선배치를
통한 유도를 하고 있는가?

.̂„ 국가중요시설의 영역성 강화

○ 인도나 조경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공적영역, 사적영역으로 구분하는
영역을 강화

- 대지의 사용증진, 활동성, 영역성
강화, 조경, 공동장소 등을 관리하
고 있는가?

.̂… 국가중요시설의 가독성 강화

○ 위험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지
판 등을 쉽게 표현하여 가독성을
강화

- 정확한 표시로 정보 제공하고 있
는가?

.̂† 국가중요시설의 활용성 강화

○ 놀이시설 보강, 공연회 개최등 공
공장소의 활용성 증대를 통한 안
전성 강화

-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 설계
를 하였는가?

.̂‡ 국가중요시설의 유지관리

○ “범죄감시 지역“ 표지판 설치 등
을 통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
지관리

- 안내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는
가?

‰성능 평가
‰.�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평가
‰.‚ 내부 감사
‰.ƒ 경영 검토
Š개선
Š.� 일반 사항
Š.‚ 부적합 및 시정 조치
Š.ƒ 지속적인 개선

ISO 9001:2015과 공통

3. 결 론

3.1 국가중요시설의인증통제항목(ISO 9001 : 2015응용)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 해킹사건, 정부청사

무단침입 등은 국가중요시설이 반사회적 범죄의 표적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그간 경찰청

의 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를 통해 관리하

고 있으나, 시설방호실태에 국한되어 있어 금번 연구

를 통해 국제적인 인증 요구사항을 개발하여 제안하

고자 하였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15) 요구사항과 정보보안 관리시스템(IS

O 27001:2013) 요구사항을 비교한 결과, 4장 조직의

이해에서 ④.③항은 품질경영 또는 정보보안시스템의

범위결정이고 ④.④항은 품질경영 또는 정보보안시스

템의 관리시스템을 요구하는 항목이며, 6장의 기획에

서 ⑥.②항은 품질 또는 정보보안의 목적 및 달성 목

표를 요구하는 항이므로 요구사항을 공통으로 사용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10장 중 8장 운영에서 차

이가 있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국·내외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

방)의 요구사항을 비교한 결과 결국 6가지 적용원리

즉,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가독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 범주를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적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 요구사항 중 8

장에 CPTED 6가지 적용원리를 사용해도 무관할 것

으로 간주하여 [표 7]과 같이 8.2 국가중요시설의 감

시, 8.3 국가중요시설의 접근통제, 8.4 국가중요시설의

영역성 강화, 8.5 국가중요시설의 가독성 강화, 8.6 국

가중요시설의 활용성 강화, 8.7 국가중요시설의 유지

관리 등 국가중요시설 관리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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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 요

구사항 중 8장에 CPTED 6가지 적용원리를 사용하여

국가중요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는데

추후 설문분석을 통한 신뢰성 검증과, 전문가들의 심

도 있는 논의를 통한 요구사항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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