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력:

이동영
LEE, Dong-Young

현재
㈜ 리스크프리라인 대표이사
㈜ 아론얼라이언스 대표이사
㈜ 라파스 사외이사
㈜ 골든블루 브랜드보호/리스크관리 고문
캄보디아 범정부 위조대책위원회 명예고문
(Honorary Advisor, Cambodia Counter
Counterfeit Committee)

연락처
Tel. +82 10 8766 0840
Email. profleedy@gmail.com

외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종교
카톨릭

교육 및 훈련:
- 국립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제2기, 행정학사)
졸업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책과정 제1기, 국제관계학 석사) 졸업 (전
액국비)
- 칠레 국립 고위경찰과학대학원(INSUCAR)
최고지휘관 과정 (2년, 칠레정부 초청) 졸업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SU) 국제전문인
과정 (6개월, 총무처 국비연수) 수료
- 미국 텍사스 샘휴스턴주립대학교 제23차
경찰지휘관 전문과정 수료
- UN대학교 제2회 세계지도자과정(요르단)
수료
- 호주 본드대학교 범죄학 박사과정(3년) 수료
(PhD Candidate)
- 미국 국립스포츠안전보안센터 PATRIOT
(테러범 사전인지 훈련) 프로그램 이수
- 경찰종합학교 전술지휘관 과정 수료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대외협력처장 (2000. 3 ~2017. 9)
미국 남부미시시피주립대학교 국립스포츠안전보안센터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 in Residence, National Center for Spectator Sports Safety &
Security,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4년, 2010~2014)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 겸 컨설팅위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철도보안 및 대테러 자문위원
2010, 2014,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IOC평가준비단 안전/보안담당
위원 및 발표자(Presenter)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 대구지방경찰청 안전담당 자문위원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찰안전기획단 안전담당 강사
2007 한나라당 대선후보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 조사 및 청문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자치경찰추진 외부전문위원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아태지역본부 마약법집행
인턴
㈜ EPSON Korea, ㈜ DIAGEO Korea, ㈜ 진로발렌타인스, ㈜ CANON Korea
등 브랜드보호 고문
㈜ China Shipping (중국해운) Korea, ㈜ 현대중공업 등 해외조사 자문역
㈜ 하이투자증권 리스크관리 자문역
BMW Korea 리스크관리 자문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현장 보안/안전 점검 및 자문
속초시, 진도군, 함평군 등 안전한국훈련 대응 자문/컨설팅
강원도청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전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경찰간부후보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근무
부산경찰청, 경남지방청, 울산경찰서 정보, 경무, 방범, 수사분야 근무

저서/논문
스포츠 및 특별행사 보안관리(2014, 번역서)
경찰부패방지가이드북(2006) 책임저자. 국가청렴위원회
Criminal Profiling의 한국적 도입방안(2003) 공동저자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1999)
탐정학개론(2003. 번역서) 공동저자
위험분석 및 보안조사(2006. 번역서)
국제범죄대응 및 경찰협력방안(영문) 등 다수

강의 및 특강
한국경제신문사 (범죄와 마약과 관련한 이론 및 미신)
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과정 (미래의 경찰과 대마에 대한 미신)
미국 남미시시피주립대학교 스포츠보안 석사과정 (올림픽 등 대형행사의 안전
및 보안)
국가정보원대학원(조사방법론, 국제행사 안전관리와 테러리즘)
경찰청 외사분실직무교육(산업스파이 조사방법론)
국립경찰대학교 총경반(외국경찰제도와 민간조사제도), 경정반(스포츠와 테러
리즘)
국립경찰대학교 경찰최고위과정 (바람직한 미래경찰)
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과정 (스포츠 및 특별행사 보안관리)
국립경찰연수원 변호사특채과정, 간부후보과정 (위기협상)
GM 대우보안교육워크숍 (보안관리)
경찰종합학교 직무교육 (범죄예방론 등)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교육과정 (범죄예방론 등)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과 인권)
부산지방경찰청 (민간경비 및 조사제도와 경찰의역할)
삼성트렌드연구소 (미래의 민간경비 및 조사제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민간경비론)

기타
오스트리아 Salzburg Seminar Fellow(정회원)
CFE(Certified Fraud Examiner: 국제공인 금융범죄조사사)
공인행정사 (Authorized Public Administration Attorney)

취미
여행(43개국 여행) 및 등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