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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 and Interpersonal Stress of Middle-aged 

and Elderly Private Security Guards on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Apartment Private Security Guards in Seoul and Gyeonggi area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 and interpersonal stress on job satisfaction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private security guards population. Participants were private 

security guards aged 55 and over and working in apartm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researcher conducted on-site surveys from March 7 to 

March 31, 2017 with questionnaires, where a total of 24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Dependent variable was job satisfaction and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ven dimensions of work environment (Comfort, Challenge, 

Financial Rewards, Promotion,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Workload), 

interpersonal stress (Superior, Colleagues, and Residents, respectively), and 

integrated interpersonal stress in relation to these three relationship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1.0 

program.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1, a model when variables were 

input in the order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integrated 

interpersonal stress, and work environment, revealed that the better the 

health condition, the better the monetary compensation, the lower the role 

conflict, and the more comfortable the work environment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security guards were,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was. Moreover, the presence of a spouse and an affiliation with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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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also had positive impacts on the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Key words: Middle-aged and Elderly Private Security Guards, Work 

Environment, Interpersonal Stress,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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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경비원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55세 이상 민간경

비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을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45부로 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만족, 독립변수는 업무환경 7차원(편안함, 도전, 금전적 보

상, 승진,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업무량)과 대인관계스트레스(상사, 동료, 주

민), 그리고 세 가지 관계를 통합적으로 본 통합적인 대인관계스트레스이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 업무환경 순으로 변수를 투

입했을 때의 모델인 위계적 회귀분석 1의 결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용역업체소속인 경우,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이 편

안할수록, 금전적 보상이 잘 이루어질수록,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중·고령 민간경비원, 업무환경,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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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

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노동시장이다(박수현, 배두열, 2015).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에서 안정된 고용과 은퇴과정을 밟아가는 노동자는 매우 선택된 사람들이

다.(유용식, 2012). 대부분의 중·고령자들은 퇴직연령이 되어도 실질적인 은퇴

를 하지 못하고 있다.1) 전통적으로 과거에 부모들의 노후는 많은 부분 자녀의 

경제적 도움, 즉 가족 내 세대 간 사적 이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

하여 현 세대는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

다. 그 사이에 위치하는 중·고령자들은 부모부양의 부담을 안고, 가족의 생활

비 및 자녀의 양육 등에 수입을 모두 소비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

지 못한 채 퇴직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 등 공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퇴직 이

후에도 25년 이상의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방하남, 

2010).

통계청의 ‘2015 고령자통계’에서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

하는 비율은 61%로, 가장 많은 근로희망사유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한 것(남

자 54.3%)’이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7%, 고령층(55~79세)의 고용률은 53.7%로 청년층보다 고령층의 고용률이 더 

높다.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3%이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4년에 이어 계속 20대 고용률을 

1)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실질은퇴연령은 71.1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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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하고 있다. 이렇듯 퇴직한 중·고령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재취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퇴직은 고령자 취업난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중·고령 근로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재취업 노동시장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하

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며, 우리 사회

에 남아있는 고령자채용 기피현상과 연령차별, 언어폭력 등의 각종 행태는 재

취업을 하는 중·고령 근로자들을 이미 한 단계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노동시

장에 재진입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활력 있는 고령화 사회의 실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장벽이 될 것이다.

 재취업을 하는 중·고령자 대다수가 선호하고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으

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 민간경비원이 있다. 2007년에 약 54%에 해당하던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취업자는 2011년과 2012년 들어 약 64%로 비중이 증

가하였다(박수현, 배두열, 2015). 또, 오규철 외 2명(2013)의 연구에 따르면 노

인근로자들이 대표적으로 종사하는 직종은 전체 노인근로자의 23%에 해당하

는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로(경비직 21.3%, 당직 2.3%) 보고되었다.

대부분 민간경비 일이 단순노무직으로 어려울 것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민간경비원 일은 제한된 휴무 속에서 격일제 근무로 주민이나 고객들과 접촉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일이기도 하다. 본질적인 경비업무 외의 쓰레기 분리

수거, 음식물 쓰레기통 정리, 택배보관 및 배송뿐만 아니라 외곽청소까지 수행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업무들이 경비원들의 당연한 업무로 간주되고 있어(홍준

수, 2012; 전기복 외, 2014에서 재인용), 고객들의 구미에 맞추어 웃기 싫어도 

억지로 웃으며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과 아파트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신체적 노동이 노출되는 것으로 복합적 노동 현장이다(전기복 외, 2014).

 최근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이슈 또한 증가해왔다. 학교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등에게 받는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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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건물 경비원이 고용주에게 받는 연령차별 등이 있다. 민간경비원은 대부

분 비정규직이며 용역업체 소속으로, 안정된 일자리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경

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줄인다. 

많은 중·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상황이지만 저임금·비숙련으로 고용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중·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세밀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준비과정으로 그들의 

직업과 직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고령 근로자들의 주된 직업과 직무

에 관한 연구는 중·고령자들의 미래 노년기의 노인빈곤을 방지할 대책이 되

기도 하며, 현재의 소득보장의 역할로 우리나라의 미흡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보완하여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중·고령 근로자들의 삶 속의 직업이 생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족하는 직업이고, 행복한 삶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근로자들이 대표적으로 재취업하는 민간경비원

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55세 이상 민간경비원을 중심

으로 하여 업무환경과 경비원의 특성상 고객(주민)과 고용주, 동료 등 사람과

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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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그들이 받고 있는 대

인관계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중·고령 민간

경비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이라는 직업은 중·고령자

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령자들의 제2

의 직업으로 많이 선택되지만, 실제 그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

로 나타나있지 못하다. 또한 업무 특성상 중·고령 민간경비원이 받는 대인관

계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적인 설문 자료에 근거하여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기대되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

선 중·고령자에게 각광받는 직종2)인 민간 경비원에 대한 실증자료로 그 의

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낮은 민간경비원 일자리가 보

다 나은 일자리로, 더 나아가 질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개선점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1.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은 어떠한가?

2) 경찰청(2014)에 따르면 노인 근로 직종으로 청소 24.3%, 다음으로 경비가 21.3%로 높으며, 이 
중 민간경비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전체 경비원의 49.5%로 가장 높다. 전기복 외
(2014)의 연구에서도 경비직이 노인 근로자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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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3.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4.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의한 직무만족

도 수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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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중·고령 민간경비원

1. 고령화와 노인빈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며,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의료기술의 발

전으로 백세시대가 열렸지만 고령화 사회는 인류에게 무작정 기쁜 일만은 아

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가 서서히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

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피부양을 요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복

지비의 지출 부담 가중과 생산연령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력의 감소로 생산성

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2015년 OECD가 배포한 연금개혁관

련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소득의 단절과 일터에서의 은퇴는 노후대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된다.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노

후 소득보장과 관련있는 연금정책 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대부분 빈곤한 상태이다. 또한 산업화·공업

화·도시화의 진행은 핵가족화를 초래하였고, 핵가족정책에서 노인의 가정적 

및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저하됨에 따라 노인부양의 책임을 종래 가정으로부

터 사회가 분담해야 하게 되었다(이창배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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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에 따르면 2015년 5월 고령층(55~79세)의 취업자 비율은 

53.9%(6,374천 명)이었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61%였

는데 그 중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가 57%로 가장 많았

다. 그러나 방하남, 신인철(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고령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연령)이 빨라 최종적으로 노

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 경로와 형태로 재취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된 일자리로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는, 재취업 시장에서의 취업여건이 안정적이지 

않은 등 질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2.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 중·고령 민간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

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또

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10조제3항)를 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게

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6).

김성희(2004)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인 경우 수면시간 및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공동주택 경비원

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실근

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와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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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

된 경우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

이 확보되어야 한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및 검표원,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가 해당되며, 

단속적 근로자는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관련 종사원과,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

원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창배 외(2013)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그 

근무특성에 따른 정의이기 때문에 직종별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무의 내용과 근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

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는 휴일·야간 

교대근무를 위주로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비업무 종

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속적 근

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

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호

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특수경비원

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및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여기서 시설경비업무

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며, 중·고령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호

송·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아파트나 건물 등에서 시설경

비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경

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오규철 외, 2013).

고용노동부 승인현황 통계집계(2013년 누계, 45만 5천명)와 가장 유사한 감

시·단속적 근로자 총 수(41만 1천 명)를 보고한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

면, 2013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가장 많은 직종은 경비원 및 검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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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만 5천명)이었으며, 전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62.1%를 차지했다. 또

한 경비직 연령분포로는 2013년 당시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경비직의 

연령분포를 세분화하면 60대가 51,304명으로 전체의 33.8%, 70대가 21,413명으

로 14.1%를 차지해 60, 70대가 전체 경비직의 47.9%를 차지하면서 경비원의 

고령화 심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용노동부, 2015).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 노동수요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60+고용활성화

를 위한 적합일자리 연구”(지은정, 오학수, 2016) 자료에 의하면 40대부터 경

비 및 청소관련직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16.9%), 50대 인력 수

요의 62.1%, 60-64세는 64.0%에 이르며, 65세 이상은 63.1%에 이른다. 50대가 

되면 경비 및 청소관련직에 대한 희망이 17.9%가 되는데, 이는 39세 이하가 

동 직종(경비 및 청소관련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1.0% 인 것과 대조적이다. 

60-64세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 1순위는 경비 및 청소직으로 36.9%에 이르

고, 65세 이상 구직자는 57.0%에 이르러 절반이 넘는다. 세분류를 기준으로 경

비 및 청소직을 나누면 경비원이 17.9%, 청소원이 21.8%, 기타이다. 

전체 경비업체 현황을 살펴본 자료에서는 2013년에는 전체 법인수 4,077개 

중 시설경비업체가 3,971개 였으며, 2015년도 기준으로는 전체 법인수 4,449개 

중 시설경비업체 4,338개였다. 2013년도 경비원 배치 현황으로는 전체 151,741

명, 2015년 경비원 배치 현황으로는 전체 153,767명으로 2013년보다 증가 추세

를 보였다(경찰통계연보, 2015).

이러한 경향으로 보면 4차 산업으로 인하여 미래 일자리가 줄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노동시장에서 감시·단속직에 종사하는 중·고령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시·단속직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김성희 등(2004)이 실시한 “감시․단속

직 근로자 실태조사”가 있다. 연구자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설문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직종에 종사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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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었고, 임금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과정의 강화, 최저임금제의 적용, 포괄임금제의 개선 등이 제시되었

다. 또한 박상훈(2013)의 연구에서는 고령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힘든 경기

침체상황과 고령이라는 취약점 때문에 불합리한 근로조건에도 계약을 체결하

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

로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따라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부가업무에 따른 정당한 보

상, 최저임금 수준 인상,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개선과 명확한 규정 

마련, 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의 연구로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홍국표 

외(2013)의 연구에서는 전국 55세 이상 노인 경비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들이 경험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폭력

피해 경험의 여부가 55세 이상 노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수

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으며,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노인들은 신

체적 폭력피해보다 언어적 폭력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러한 노인 경비원이 그렇지 않은 노인 경비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민간경비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박수현, 김진환(2013)은 노인의 경제활동 증가와 잠재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취업과 고용에 영향을 주며, 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문제와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의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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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업무환경

보통 업무환경과 직무환경은 혼용되어 쓰인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업무(業

務)란, 공무(公務)나 직업상 맡아서 하는 일을 말하며, 직무(職務)란, 직업상의 

임무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업무와 직무는 ‘직장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라

고 볼 수 있다. 환경(環境)이란 1. 생물이나 인간을 둘러싸고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며, 2.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이다

(그랜드 국어사전, 1992). 따라서 업무환경이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자연

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업무환경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 편이나, 물리적인 환경만을 말하

는 것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공통성을 가진다. 업무환경은 물리적 환

경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는 그 개인이 자기 일의 일부로 받아들

이는 조직이나 기관 및 자기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H. Yoon, 1990; 이영미, 1990에서 재인용). 허성한(2009)은 조직의 업

무환경을 조직 구성원들 각자의 업무에 대한 최고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조직이 갖추어야 할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소영(2012)은 직무환경을 

직무수행 또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직업과 조직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각

종 물리적, 상황적 변수를 포함한 개념이라 하였으며, 이재원(2015)의 연구에

서는 경비원의 직무환경을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현장의 

내·외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경비원 직무 자체의 여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국외의 학자들을 통하여 정의된 업무환경 역시 국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업무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근무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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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개인 간 상호작용 등 인적환경을 포함하며(Friese, et al, 2007),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기관, 그리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측면까지 

모두 포괄한다(Erickson, Duffy, Gibbons, Fitzmaurice, Ditomassi, & Jones; 

2004).  

Pines & Aronson(1988)은 업무환경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요인의 특성은 직무공유, 슈퍼바이저와 동료의 피드백, 동료로부터의 지지 

등 업무압박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기능을 의미하며, 내부요인의 특성은 자율

성, 다양성,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 과업수행의 성공과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직업 자체가 갖는 특성을 의미하고 있다(김수정, 2011; 윤서현, 2016에서 재인

용).

한편, 앞서서 살펴본 업무환경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은 주로 심리적인 지

지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업무환경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차

원에서 조명하는 것이 업무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업무환경을 7가지 하위차원으로 개념화한 연

구(Jayaratne & Chess, 1983)를 살펴보면, 업무환경의 7가지 하위차원은 ‘편

안함’, ‘도전’, ‘금전적 보상’,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

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Jayaratne의 설문을 번역하여 이상의 7

가지 하위차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영미(1990)의 연

구에서는 업무환경이 소진(Burnout)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영미(1990)에 의하면 승진, 편안함 변수는 소진에 대한 연구보다는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측면이라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다. 

이제까지 살펴본 업무환경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업무환경

을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그리고 일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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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정의하고, 

Jayaratne & Chess(1983)가 개념화한 7가지 요인으로 업무환경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편안함(Comfort) 

편안함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편안

함의 정도를 의미한다(이정선, 2012). 일하는 장소와, 주변의 환경이 괜찮은지, 

출퇴근이 편리한지 등이다.

 ➁ 도전(Challenge)

업무자체가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정

도를 의미한다(이정선, 2012). Heifetz & Bersani(1983)는 도전이 부족하면 업무

과소를 느끼고 도전이 지나치면 업무과다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이영미, 

1990).

 ➂ 금전적 보상(Financial Rewards)

금전적 보상은 월 급여수준이 괜찮은지, 고용이 안정적인지, 그 외의 수당들

이 괜찮은지를 의미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보수가 

높을수록 사기가 향상되었다.

 ➃ 승진(Promotion)

승진은 승진의 기회가 있는지, 승진과정이 공정하게 실시되는지, 승진기회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의미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 관련 선행연구에서

는 승진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사기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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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역할갈등(Role Ambiguity)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이 불연속적이고 부적절하며 양립할 수 없으

며 갈등을 일으키는 요구를 받게 될 때 발생한다. 노인 민간경비원은 고객(주

민)을 상대하는데 있어 모든 고객(주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휴먼서비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주민)과 조직 등에서 상충되는 요

구에 직면할 때가 있다.  

 ➅ 역할모호성(Role Conflict)

자신의 업무 역할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역할과 관련된 

업무목적과 업무역할에 대한 동료들의 기대, 업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명

료성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Rizzo, 1970; 이영미, 1990에서 재인용). Kahn과 그

의 동료들은 역할모호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낮은 직업만족도, 높은 직

업적 긴장, 자기확신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Kahn, 1978; 이영

미에서 재인용).

 ➆ 업무량(Workload)

시간도 촉박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양적인 측면과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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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대인관계 스트레스

1. 대인관계

대인(對人)이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 남을 대한다는 뜻이다. 관계

(關係)란 사물이나 현상 사이의 상호 연관됨을 뜻하며,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

계를 뜻한다(그랜드 국어사전, 1992). 이 낱말들을 조합하면 대인관계란 상대

하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계가 되겠다.

대인관계의 개념은 사회학분야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 

오다가, 1950년대 이후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백종철, 

2008).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인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동관계는 개개

인의 일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원만한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제 간의 관계에서부터 정치적·사회

적 이해관계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는 폭넓게 작용한다. 대인관계 이론 구축

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Sullivan(1953)은 인간이 지닌 모든 불안의 근원이 대

인관계임을 지적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인간화를 촉발시키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시사하였다(안범

희, 2010에서 재인용).

대인관계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Heider(1964)

는  “대인관계는 타인이 개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

고 있는가? 그는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그는 타인이 무슨 행위, 또는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는가? 그는 타인



- 16 -

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국면이다”라고 정

의내렸다(안범희, 2010에서 재인용). 한광희(1986)의 논문에 의하면 대인관계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요즘 흔히 사용되는 인간관계

(human relation)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심리적인 관계의 모든 측면을 지칭

하는 것이지만,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

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일대일적인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는 구별된다고 말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

아간다. 현대인의 대인관계는 주로 조직 또는 그룹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구성원 간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2.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살펴보기에 앞서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는 생리학자 Cannon(1914)이 최초로 명명한 

용어이다. 이후 Cannon과 Selye(1956)는 의학 분야에서의 연구로 스트레스를 

연구했다. 이와 별도로 조직 내의 스트레스 연구를 조직심리학적 접근방법으

로 처음 시도한 것은 미시간 대학의 연구 집단이며, 이들의 연구결과를 시작

으로 스트레스의 정의도 다양하게 표현되기 시작했다(김태웅, 2000). 스트레스

(Stress)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상태

를 일컫는다.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위궤양·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노이로제·우울증 등의 심리적 부적

응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랜드 국어사전, 1992).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인’

과 ‘관계’와 함께 조합하여 보았을 때, 대인관계 스트레스란 상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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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람사이의 연계가 적응하기 어려울 때 불편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신체

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중의 하나로 여러 학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직무스트레스란 개인을 위협하는 직무의 특성,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요인, 위협적인 직무환경에 대한 반응, 개인의 능

력과 직무요구와의 불일치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태웅, 2000). 현대인에게 

있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노동‘을 하는 공간인 직장 내

에서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직무스트레스가 존재하고, 그 직

무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로 함께 근무하고 마주치는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본 연구에서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Cooper & Marshall(1978)은 작업집단에서 조직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의 질

은 개인 및 조직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에 ① 대인간의 관계

(동료, 상사, 부하), ② 조직의 구조 및 풍토(조직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의사

결정의 참여, 조직에 대한 신뢰), ③ 직무의 본질(작업과정, 시간압박, 반복적

인 작업), ④ 역할(역할갈등, 역할모호성, 타인에 대한 책임), ⑤ 경력개발(승

진), ⑥ 작업과 가족과의 관계 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Schuler(1980)는 조직 

내의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① 역할특

성, ② 과업특성, ③ 리더과정, ④ 대인간의 관계, ⑤ 조직의 구조, ⑥ 물리적 

조건 등을 제안하고 있다. Parker & Decotiis(1983)는 대인관계요인, 즉 조직 

내 인간관계(상사, 동료, 부하, 고객) 각 측면에서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하였다(이지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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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

조직 내의 가장 보편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은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조직 내 구성원 간에는 각기 다른 위치나 역할로 인

한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대인관계 간 상호작용에 있어 여러 형태의 오

해와 갈등 등이 초래되는데 이것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특성을 바탕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고

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조직 내 상사와의 관계, 직장 내 동료와의 관계, 직

무와 관련한 고객(주민)과의 관계 등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를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보았다.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

인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사와의 관계

Cooper와 Marshall(1986)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직속상사의 배려적인 관리행

동은 상사와 부하 간에 동료애적 행동표시, 상호신뢰, 존경 및 친밀성과 관계

가 있다. 부하가 상사의 배려적인 행동이 작다고 느끼면 직무압력을 보다 크

게 느낄 뿐만 아니라, 상사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거나 평가하

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상사의 배려적인 행동은 직무압력을 완화시키

는 역할을 하며, 상사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부하에게 대하는 상사

의 호의성,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상사의 신뢰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Leiter & Maslach(1988)은 정신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상급자 및 동료와 맺

은 인간관계 유형이 보여주는 다른 감정적, 정신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연구하

였는데, 근무하기에 즐겁지 않은 상사와 동료가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태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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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상사와의 부정적 관계를 부당하거나 

과다한 업무지시, 연령차별,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부담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2) 동료와의 관계

Matteson과 Ivancevich(1982)는 동료 간에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첫째, 종사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직무시간의 

손실, 둘째, 대인관계로 인한 업무성과와 업무추진의 방해정도, 셋째, 자신과 

동료 간의 지원이나 협조 부족, 넷째, 직무수행에 관련된 정보교류 정도, 다섯

째, 과다경쟁으로 인한 동료 간의 갈등정도에 의해 측정된다고 하였다(백종철, 

2008).

본 연구자는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를 동료가 구성원으로서 업무수행방식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 정의하였다.

 3) 부하와의 관계

Cooper &　Marshall(1986)은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

스에 관해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정도, 부하가 성과정보를 

전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성, 부하직원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정도, 상사의 선호와 상반되는 행동의 빈도 등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기타 상사의 권한과 역할 침해로 인한 갈등도 들 수 있다고 하였다(연수경, 

2012; 허용재, 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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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객(주민)과의 관계

호텔, 기업 등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은 타 업종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스트레

스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주 내용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과의 관

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고객들이 서비스 상품의 절차

나 결과, 이미지 등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끼는 질과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제

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들과의 관계로부터 유발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다양한데, 주로 까다로운 고객들의 취향을 맞추어야 

할 때, 개인의 감정보다 고객의 감정을 존중해야 할 때, 고객과의 의견이 상반

될 때, 비인격적인 대우와 차별, 억울한 일로 고객의 불만을 들었을 때, 고객

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 못했다고 스스로 느낄 때,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서 표출되는 외국손님의 불만 등(백종철, 2008)의 경우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다.

본 연구의 주제인 아파트에 근무하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이 속하는 경비업

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분류상 서비스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민간경비원의 

대부분 업무 분야는 고객(주민)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고객(주민)이 의뢰하

는 재산 또는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고객(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주민)과의 부

정적 관계를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 요청이나 비인격적인 대우

를 받을 때, 개인의 감정을 숨겨야 할 때 등의 상황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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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직무만족

1.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

겁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의미한다(Locke, 1976; 백기복, 2011에서 재인용). 

조직에서 인간의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1960년대부터 

직무만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백기복, 2011). 많은 학자들이 여

러 관점에서 그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해 왔으며,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개념적 

조작화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이기성, 2015).

직무만족 연구의 선구자인 Hoppock(1935)은 직무만족의 정의하기의 어려움

을 지적하면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

에서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지적하였다. Hoppock은 직무만족을 ‘나는 나

의 직무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

적 상태의 조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이기성, 2015).

여러 학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Smith(1955)는 ‘직무만족

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 또는 이

러한 모든 감정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고

(윤희열, 1996), Vroom(1964)은 ‘현재 맡은 역할에 대한 개인적 감성으로 수

용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박주희, 2016에서 재인용). Alderfer(1972)는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일련의 태도’이며, 직무 또는 직

무수행의 결과로 충족되어지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상태로서 인간의 건강, 

안정, 귀속, 존경, 성장 등의 욕구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Osborn 등(1972)은 직무만족을 ‘직무과업, 작업조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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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의 정도’라고 정의내렸으며, 

Price(1972)는 ‘사회전체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직무참여자로서 지니는 감

정적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김종성, 2005).

Poter & Steers(1973)은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경험을 평가한 결

과에서 나오는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였고(강만호, 2010), 

McCormic & Tiffin(1974)은 직무를 통해서 얻거나 또는 경험하는 욕구만족차

원의 함수라고 정의하였다(윤희열, 1996). 또한 Megginson과 Chung(1981)은 직

무만족이란 종업원들이 그들의 욕구를 조직에서 충족하는 정도로서,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다면 그들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Spector(1997)에 따르면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자체 및 직무

와 관련된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최오성, 

2002). Vecchio(2002)는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써 특히 기대와의 상호작

용에 따른 개인의 경험이라 하였다(최병우, 2004). 

국내의 문헌들에서는 직무만족을 김경동(1964)이 ‘직장 적응으로 일, 환경

과 이에 종사하는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 하였으며, 신유근

(1985)은 ‘개인이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라 하였고, 남세진·조흥식

(1994)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애착, 열의 등의 긍정적 감정상태’라 하였다

(김종성, 2005).

이와 같이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복잡한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정의내리기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을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내·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

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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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의 중요성

모든 개인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따라서 일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

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직무활동은 살아

가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고용하는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이영

면, 2011). 

직무만족은 근로자 개인의 가치판단적 측면이나 정신 및 신체건강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신유근, 1985; 박준석 외, 2007에서 재인용) 또한 

그것이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경제적·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서적 반응 또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

을 수 있다(이원정, 1982; 송은정, 2003에서 재인용). 직무는 개인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부각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다차원에 

걸친 사회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김수현, 2008).

현대인에게 있어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며, 노인 빈곤

율이 OECD국가 중 1위인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선택

받은 노인들을 제외하고 노년기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생계를 위해 일

을 하는 중·고령층에게 노동이란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직무만

족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중·고령층이 직

업을 가지는 일이 당연시 되어야 하며, 또한 일을 하는 중·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느끼는 직무만족이 그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고, 직무만족

의 높고 낮음이 우리 사회의 활력과 연계될 것이기에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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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도의 요인

직무는 그것이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복잡한 작업의 성질, 상사의 감독, 임

금, 조직체, 승진, 동료관계 등 다양한 특성들에 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직무

만족 또한 직무의 다양한 차원들에 의한 만족으로 이루어진다(최소연, 1987). 

조직행동학의 대표적인 개념인 직무만족은 많은 분야와 직종에서 직무만족 요

인에 대한 연구들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대상의 개인

적 특성이나 연구대상이 처한 조직적 특성이 각기 다르게 반영되므로 직무만

족의 요인은 다차원적으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다양한 요인을 측정하는 입장은 그 요인을 측정

하면 전반적 직무만족을 측정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Hauser, 

1927; Taylor, 1911; 이영면, 2011에서 재인용). 

Herzberg(1959)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분류하여, 위생요인은 개인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주로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 주는 효과들을 가져

오는 것으로 회사의 정책과 관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임금, 지위 등 환

경요인을 말하며, 불만족 요인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또한 동기요인은 직무

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과 발전, 자아실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요인이라고도 부른다고 설명하였다. Friedlander(1963)는 직

무만족의 결정요소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사회적, 기술적 환경, 본질적 작

업측면, 발전을 통한 안정을 들고 있다(구재관, 1997).

Vroom(1964)은 직무만족요인을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임금, 승진의 기

회, 작업시간 등을 들었으며(송영희, 1998, p.13; 최상전, 2008, 재인용), 

Fournet 등(1966)은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개인의 특성과 직무의 특성을 대별

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 지능, 성, 직무수준 등을 

들고 있으며, 직무의 특성으로는 조직과 관리, 직속상사와의 감독, 사회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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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커뮤니케이션, 안정성(security), 단조로움(monotony), 임금(payment) 등을 

제시하였으며, Gilmer(1966)는 직무만족요인으로 직장의 안전, 승진기회, 회사

와 관리, 임금, 직무의 고유한 측면, 직무의 사회적 측면, 감독, 의사소통, 작

업조건 등을 들었다(김종성, 2005). 

Alderfer(1967)는 직무만족요소로 임금, 부가급여, 상사에 의한 존중, 동료에 

의한 존중, 성장의 5가지 요소를 지적하였고(최소연, 1987), Smith, Kendall & 

Hulin(1969)은 직무서술지수(Job Description Index, JD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무만족의 구성요인(area)을 검토한 결과 직무자체, 임금, 승진, 감독, 동료관

계 등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Smith, Kendall & Hulin, 1969 : 30; 

이영면, 2011에서 재인용). 또한 Porter와 Steers(1973)는 직무만족요인을 조직

전체요인, 작업환경요인, 직무내용,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면서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강만호, 2010), 

Locke(1976)는 직무자체, 임금, 승진, 인정, 복리후생, 근무환경, 감독, 동료, 경

영방침 등의 아홉 가지 요인으로 정리하고 있다(이영면, 2011).

그 후 Jurgenson(1978)은 직무만족요인을 10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발전(승진 

기회), 부가급여(휴가, 질병수당, 연금, 보험 등), 회사(직장에 대한 자부심), 동

료, 시간(작업시간의 적절성), 임금, 안정(직무의 안정성), 감독, 작업유형(근로

자의 흥미), 직업조건(위생, 냉난방 등) 등으로서 성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

질 수 있으며 나이나 교육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권진, 2013).

국내 연구에서 유병주(1996)는 직무만족의 주요 원인으로 감독방법, 임금, 승

진기회를 지적하였다(최태환, 2011). 이영면(2011)은 일반적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은 직무수행자체에서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

와 부하와의 인간적인 관계, 상사의 리더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조명, 온

도, 소음, 환기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업무수행과 그 결과에 따른 보상과 후

생복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으며, 좀 더 포괄적으로는 최근에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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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는 고용의 안정성, 향후에 대한 전망과 비전 등을 포함한다고 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의 요인을 업무환경 7차원(편안함, 도전, 금전적 

보상, 승진,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업무량)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상사, 동료, 

주민과의 관계)로 보았다.

4. 직무만족도 선행연구

직무만족도 관련 연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대하여 체계적

으로 제시한 김원형(2009)의 저서에 따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인 Elton Mayo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정서’라는 개념을 1920년 중반에 최초로 도입한다. Mayo(1923)는 공장 종

업원들이 경험하는 분노와 공포 같은 부적 정서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는 

임금수준만 적절하다면 종업원들이 행복해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던 당시의 산

업∙조직심리학자들의 통념을 깨는 참신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후에 Robert 

Hoppock(1935)의 연구는 직무만족에 있어서 개인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 하였다. Hoppock은 종업원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와 특정 직종에 있는 

종업원이 다른 직종의 종업원보다 더 행복한지를 연구한 결과, 12%의 종업원

이 직장에 대한 불만족감을 느꼈으며, 특정 직업(전문가 또는 관리자)의 종업

원이 다른 직업의 종업원보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직업 내에서도 자신들이 느끼는 만족에 대해서는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나 직업 관련 변수뿐만 아니라 개인차 변수

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Roethlisberger와 

Dickson(1939)의 미국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호손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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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물리적 작업환경보다 근로자의 지각(perception)이 생산성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감독자들의 관심과 주의의 증가는 종업원들에

게 감독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지각을 하게 해 주며, 작업 감독자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그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관심이나 주의의 증가로 인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현상을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Mayo와 Hoppock, 호손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자들에게서 직장에서

의 정서와, 종업원의 태도,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촉진되었다. 

1932년까지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교재에서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적

이 없었으나, 1976년에는 3천여 편이 넘는 직무만족 논문들이 출간되었으며, 

2008년에는 1만여 편이 넘는 논문들이 출간되었다.

1950년대 중후반에는 직무만족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Brayfield와 Crockett(1955)은 직무만족과 수행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매우 적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은 반면, Herzberg, Mausner, Peterson 

및 Capwell(1957)은 직무만족과 결근, 이직과 같은 행동은 명백한 연관성이 있

다고 주장했다. 한편 Poter와 Steers(1973)는 직무만족과 전직, 결근율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소연, 1987).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희열(1996)의 연구에서 재취업 노인들의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총 7가지였다.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이

직횟수, 취업 훈련 프로그램 수혜 여부, 적성, 원하는 직종 여부, 자녀들의 지

지였는데, 배우자가 있는 재취업 노인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재취업 노인일

수록, 이직횟수가 적은 재취업 노인일수록,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재취업 

노인일수록, 재취업한 직업이 적성에 맞을수록, 원하는 직종에 종사할수록 직

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영(2009)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거나 자아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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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근무동기를 가지고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근무계약형태가 안정적이고, 평

균 월급이 좋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적을수록, 조직에 대한 헌

신도가 높을수록, 요양시설보다는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희(2016)의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수석교사 멘토링에 대한 효과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멘토

링은 직무만족도 요인 중 교직의식과 전문성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멘토링을 통해 초임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교직 적응을 도와 궁극적으로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윤정아(2017)의 연구 결과에서는 첫째, 사업유형에서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들이 공익활동 참여자들보다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근로일수 및 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

족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노인일자

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에 대해 가족, 주변사람의 지지를 받을수록, 기관

의 담당자와 친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만족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인재, 조성진(2012)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각 하위요인과

의 관계를 살폈는데, 임금체계와 역할갈등, 책임감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 이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업체들은 민간경비원들의 낮은 보수의 개선,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복리후생제도 개선, 사회적 낮은 평에 대한 

인식개선이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았다.

이창배(2014)는 노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라 하였으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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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직종인 경비직으로 일을 하면서 노인 경비원들이 직장 내에서 발생

하는 나이차별 혹은 신체적·언어적 폭력피해의 심각성 인식이 노인 경비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노인경비원이 인식하는 것 

중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나이차별과 언어적 폭력이었고, 응답자들은 복

리후생제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고용안정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응답하였다. 직장 내의 차별과 폭력피해의 심각성인식은 

노인경비원의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

고, 나이차별과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노인경비원의 

직무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취

업하고 있는 이 경비직종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한시은(2016)의 연구에서 민간경비원의 감정노동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상사만족은 감정노동의 빈도와 

표면행동, 내면행동이 영향을 미치고, 업무만족과 급여만족은 빈도와 내면행동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만족에서는 다양성이 영향을 미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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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선행연구 검토

1. 업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이 연구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업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

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종분야에서 업무환경이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상균(2006)의 연구에서는 직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

으로 차이가 있었다. 직무환경 중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6~20년’ 

집단이 높아 근무경력이 가장 많은 집단이 높았고, 직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일반사원’으로 가장 낮은 직위가 높았으며, 운동 주 종목에 따른 직무만족

도는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중 ‘합기도’ 집단이 높았

고, 직무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경비’, ‘사무’, ‘경호’, ‘일반관

리’ 중 ‘일반관리’ 집단과 ‘경호’ 집단이 높았다. 김상균(2006)은 업무환

경을 근무경력, 직위, 운동 주 종목, 직무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업무환경을 Jataratne & Chess에 따른 7차원으로 나누었다. 또한 연

구대상의 연령이 20~40세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령보다 젊은 층이라는 점이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업무환경’을 다른 연구의 ‘근무환경’ 또는 ‘직무환

경’과 같은 맥락의 변수로 보고 정리한 선행연구들이다.

서연채(2006)의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사 직무환경이 직무만

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임이 검증되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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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의 향상을 가져오므로 직무환경의 향상을 통한 전문직업적 직무만족 

향상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서비스 질의 개선

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허성한(2009)의 연구에서는 업무환경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도전, 보

수, 승진, 갈등, 역할모호, 업무량 7개의 변수로 보았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근속기간만이 직무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속기간이 길수록, 업무환경에서는 편안하고 도전적이며, 보상

이 높고 승진이 잘 되고, 갈등이 적으며 역할이 확실한 경우 장기요양 종사자

의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최미송(2016)의 연구에서 직무환경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환경의 하위요인 중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인식할수록, 

감독(압력과 갈등)과 역할모호, 역할갈등과 역할과다를 낮게 인식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전체에 유의미하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보상체계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만족을 통

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지도 인프라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와 직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조직 내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Argyris와 Cooper에 의해 처

음으로 이루어 졌다(탁계관, 2009). Weiss, Dawis, England & Lofquist(1974)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직장 내 대인관계에 대한 문항

을 내포하고 있다. Hackman & Oldham(1976)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구성하

는 요소로서 직장 내에서의 구성원들이 형성할 수 있는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로 대표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대인관계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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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태웅, 1999). Cooper & 

Marshall(1976)은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의 불신은 높은 역할 모호성과 관계

가 있으며, 이는 사람들 사이에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초래하고, 낮은 직무 만

족과 직무와 관련된 우려의 느낌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백종

철, 2008). Gaines & Jermier(1983)는 상사와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갈(burnout)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조직구성원의 대인

관계가 디스트레스(distress), 심리적 좌절감, 갈등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대

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3)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Spector와 그 동료들(1987)은 작업 시 

대인간 갈등은 불안, 좌절, 직무불만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

으며, Brooke Jr & Price(1989)의 연구는 대인간의 신뢰도는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웅, 2000). French와 

Caplan(1991)은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 불신은 높은 역할 모호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사람들 사이에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초래하고, 낮은 직무만족과 

직무와 관련된 우려의 느낌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허용재, 2013). Dunham(2001)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이 형성하게 되는 동료와 상사로 대표될 수 있는 대인관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대인관계가 동기부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대인관계는 직무만족 등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

인관계에서의 낮은 신뢰도, 낮은 지지도, 관계에 대한 흥미결여, 권력의 불균

형 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였다(하정훈, 2013).

민간경비원 관련 국내 선행연구로 김창호, 하정훈(2013)의 연구는 민간경비

원들이 업무수행 및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 인간관계 또는 고객

3) 김태웅(2000)의 연구에서는 ‘조직전념도‘로 사용되었으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그
보다 최신 연구인 백종철(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몰입‘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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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여러 형태의 갈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로 민간

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고객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는 동료, 상사와의 관계 스트레스 순이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직무만족에 동료와의 관계 스

트레스만 부적 영향을 미쳤고, 이직의도에는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스트레스

가 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직무만족

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을 매개

하여 이직의도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조직 내 

동료관계 스트레스의 관리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직의

도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연령대의 분류가 ‘24세 이하’, ‘25세 ~ 

28세’, ‘29세 ~ 32세’, ‘33세 이상’으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민간경비

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민간경비원의 경우 상사, 부하, 동료뿐만 아니라 고객(주민)과도 직접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주민)과의 관계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직무불만족에 영향

을 미친다. 최근 민간경비원과 고객(주민)과의 관계 불화로 인한 각종 사건들

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큰 범주인 직무스트레스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다.

탁계관(2009)의 연구는 직무와 관련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중소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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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미미한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진(2011)은 연구에서 사용된 직장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직장인들의 대

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직무만족도를 향

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

램이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여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직무불만족 및 이

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

다.

3.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민간경비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조사와 학술연구

가 실시되고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노인, 근로자, 경비원에 대하여 포괄적

으로 다루고 있어 감시·단속직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김성희 등(2004)의 연구는 감

시·단속직 전반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지만 연령에 따른 고려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전반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했

거나, 민간경비원이 처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하고 있었다. 민

간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보고자 한 안성조·안황권(2005), 

박준석 외 4명(2007) 등의 논문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비교적 젊은 사설경호

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된 통합적인 연구들로, 연령적 특성과 개별성, 시

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경비원들이 근로를 하며 느끼는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재원(2015)의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산업의 외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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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맞도록 내적인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고자 비정규직 경비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응답자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0.1%, 

28.1%의 비율로 비교적 높은 연령대를 다수 포함하였지만, 이는 의도하여 나

타난 연령분포는 아니며, 직무환경 변인이 비정규직을 초점으로 하여 설정되

었다는 점이 있다.

이창배(2014)의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경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노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근로환경

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노인근로자 중 특히 노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직장 내 나이차별이나 폭력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와 그러한 인식이 이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경비직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과 심층면접을 병행

하여 진행된 이 연구는 직무만족도를 9개 항목(고용안정성, 임금수준, 작업환

경, 노동 시간, 노동 강도, 휴일 및 휴가일수, 휴식시간 보장, 사회보험 혜택, 

복리후생제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영역의 만족도에 비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족은 심

층면접에서 보충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경비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

어 단기 계약을 계속 갱신해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와 연관이 

있었으며, 인터뷰 결과 많은 노인 경비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나 학

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민간경비원에 관한 연구는 고령층 중심의 연령차별이나 피해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아직까지 고령의 근로자를 마땅히 근로의 권리가 

있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회의 인식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속하는 빌딩관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규억(2014)

의 연구에서는 빌딩관리의 3대 업무인 시설관리, 시설경비, 청소·위생 등 3개 

직종의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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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가 크다. 또한 홍국표 외(2013)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직무만족도, 

심리적 탈진, 조직효과성, 이직의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

된다면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경비원의 수요에 발맞추어 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 민간경비원들의 연구 중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이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는데, 직무스트레스 중에서도 민간경비

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만족이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로 보다 명확한 직무만족 요인이나 이직의도, 소진 등의 

요인이 규명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그 동안 민간경비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찰행정학, 경비학, 경호학 등의 

경비업 종사자들을 배출한 학문에서 이루어져 왔다. 유용식 외(2012)의 연구와 

『노인복지연구』에서의 전기복, 이현심(2014)의 연구 등으로 이제는 근로를 

하는 중·고령층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복 외(2014)의 질적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민간경비원 12명

을 서면질문지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패러다임에 의한 범

주분석 결과 노인 민간경비원 직업 활동의 중심현상이 ‘어쩔 수 없는 선택’

과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는 수많은 중·고

령자들이 제 2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직업이 어쩔 수 없거나, 살아야 해서 등의 

이유로 등 떠밀려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만족하는 일자리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기를 바라며,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 중·고령 근로자들의 직업

에 관해 양적·질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재취업하는 중·고령층의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인 민간경비원 

대상으로, 그 중에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환

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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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55세4) 이상 중·고령 민간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자가 직접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

답자가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기에 때에 따라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호소하

는 경우, 직접 문항을 읽어주면서 설문을 진행하는 대인면접을 병행하였다. 

비확률 표집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다. 그

러나 연구자가 직접 다녀야 하는 한계로 인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

였으며, 설문지는 총 25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한 245부로 분석

하였다.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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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 연구모형과 같다. 독립변수는 업무환경과 대인관

계 스트레스이고,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이다. 업무환경의 7차원(편안함, 승진, 

도전, 금전적 보상,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업무량)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상사, 

동료, 주민과의 관계)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통제

변수는 총 13개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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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

다. 따라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

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1)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업무환경의 편안함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1-2 업무환경의 도전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1-3 업무환경의 금전적 보상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1-4 업무환경의 승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1-5 업무환경의 역할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1-6 업무환경의 역할 모호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1-7 업무환경의 업무량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2)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도가 낮을 것이다.

   2-1 상사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2-2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2-3 고객(주민)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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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다루고 있는데, 독립변수는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으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직무만족은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내·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 7차원(편안함, 도

전, 금전적 보상, 승진,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업무량)과 상사, 동료, 고객(주

민)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Ironson et 

al.(1989)의 JIG(Job in General) Scale를 사용하였는데, 장서영(2000)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18문항이며, 문항별로 세 가지 응답(예, 

아니오, 모르겠다)이 가능하다. 긍정적인 문항이 1번부터 11번까지 11문항, 부

정적인 문항이 12번부터 18번까지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긍정적인 문항은 예 = 3, 아니오 = 0, 모르

겠다 = 1로 채점하고, 부정적인 문항은 예 = 0, 아니오 = 3, 모르겠다 = 1로 

채점한다. Ironson et al.(1989)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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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업무환경

업무환경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그리고 일

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 도전, 

금전적 보상, 승진,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업무량을 업무환경으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의 업무환경을 측

정하기 위한 김승권·김연우 편저의 “가족·개인 사례관리 관련 척도이해”

에 수록되어 있는 업무환경 척도를 사용하였다. 편안함 7문항, 도전 6문항, 금

전적 보상 3문항, 승진 3문항, 역할모호성 4문항, 역할갈등 4문항, 업무량 4문

항으로 총 31문항,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차원별 채점은 나눔의 집의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제

2판을 참고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며, 편안함, 도전, 금전적 

보상, 승진, 역할갈등은 4점 척도로, 역할모호성, 업무량은 5점 척도로 측정한

다. 변수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변수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Jayaratne, S. & Chess, W. A.(1982)의 연구에서 미국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가 .69에서 최고 .90으로 나타났으며, Jayaratne & 

Chess (1982)가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고 한국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용

한 이영미(1991)의 연구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세

운 연구가설에서는 역할모호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가정

하였기에, 역할모호성 문항 B1, B3, B5, B7문항을 역산문항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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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업무환경 변수의 구성

변수 문항번호  신뢰도

편안함 A3, A5, A14, A16, A17, A18, A19 .4711

도전 A2, A6, A8, A9, A11, A15 .7454

금전적 보상 A7, A10, A13 .6456

승진 A1, A20, A22 .6163

역할모호성 B1, B3, B5, B7 .7130

역할갈등 A4, A12, A21, A23 .3919

업무량 B2, B4, B6, B8 .8134

 2)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이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며, 대인관계 스트레스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과정,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는 노인 민간경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특성을 바탕으로 상사, 동료, 고객(주

민)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상사

와의 부정적 관계를 “부당하거나 과다한 업무지시, 연령차별, 인권침해 등으

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 정의하였으며, 동료와의 부

정적 관계는 “동료가 구성원으로서 업무수행방식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협력

하지 않는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 정의하였다. 고객(주민)과의 부정적 

관계는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 요청이나 비인격적인 대우, 개

인의 감정을 숨겨야 할 때 지각하는 스트레스”라 정의하였다.

측정도구로 Cooper & Mashall(1986)과 Matteson & Ivancevich(1982)의 연구

를 바탕으로 백종철(2008)이 사용한 상사, 동료, 부하, 고객 4가지 차원의 5문

항 척도를, 부하와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 특성

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상사와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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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891이며, 동료와의 관계는 Cronbach's α=.867, 부하와의 관계

는 Cronbach's α=.802, 고객과의 관계는 Cronbach's α=.795로, 모든 변수들의 

알파계수 값이 0.7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와 동료, 고객(주민)으로 3가

지 차원을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의 선정은 크게 두 분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일반적 특성으

로 보았다. 첫 번째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월 급

여, 급여 외 소득, 이전직업수준, 건강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자로 한정하였

으며, ‘이전직업수준’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라 보기를 작성하

였다. 

업무환경적 변수로는 고용형태, 근무형태, 휴무일수, 경력, 복리후생제도 유

무, 복리후생제도 향후 사용의향여부를 선정하였다. ‘근무형태’와 ‘휴무일

수’, ‘복리후생제도’는 김성희(2004)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

와  이창배 외(2013)의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다만 ‘복리후생제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민간경비원의 다수가 중·고령층이고, 남성인 것을 고려하여 

‘생리휴가’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를 삭제하였고, ‘수면 또는 휴

게시설’과 ‘식대’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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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변수 구성요인 문항 수 출처

독립변수

업무환경

편안함 7

· Jayaratne, S. & Chess, W. 
A.(1982)

· 이영미(1991)
· 가족·개인 사례관리 관련 
척도 이해 (김승권·김연우 

편저(2012), 
보건사회연구원)

도전 6

금전적 보상 3

승진 3

역할 갈등 4

역할 모호성 4

업무량 4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사 5 · Cooper & Marshall
(1986)

· Matteson & 
Ivancevich(1982)

· 백종철(2008)

동료 5

고객(주민) 5

종속변수 직무만족 전반적인 직무만족 18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JIG)

· Ironson et al(1989)
· 장서영(2000)

일반적 특성

출생연월, 학력, 배우자 유무, 월 
급여, 급여 외 소득, 

이전직업수준, 건강, 고용형태, 
근무형태, 휴무일수, 경력, 

복리후생제도 유무, 복리후생제도 
향후 사용의향여부

13 연구자

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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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통계 패키지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업무환경 7차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무만족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종속변수(직무만족)와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é를 사용하였다. 

넷째, 독립변수 업무환경 7차원(편안함, 도전, 금전적 보상, 승진, 역할모호

성, 역할갈등, 업무량)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상사, 동료, 주민)가 종속변수인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더미변수화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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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55세 이상인 민

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는 244명 중 55세부터 

59세까지가 속하는 50대가 23명으로 9.4%, 60대가 157명으로 64.3%, 70~80대

가 64명으로 26.2%로 60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242명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9명으로 3.7%, 중학교 졸

업이 33명으로 13.6%, 고등학교 졸업이 136명으로 56.2%, 전문대 졸업이 21명

으로 8.7%, 4년제 졸업이 37명으로 15.3%, 대학원 졸업이 6명으로 2.5%로 고

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있음이 210명으로 87.9%, 없음이 29명으로 12.1%를 

차지해 본 연구 응답자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은 3명으로 1.2%, 100만 원 이상에

서 150만 원 미만은 42명으로 17.2%, 1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은 185

명으로 75.8%, 200만 원 이상에서 250만 원 미만은 12명으로 4.9%, 25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은 2명으로 0.8%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 급여 수준은 

1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급여 외 소득 여부는 있음이 170명으로 69.4%, 없음이 75명으로 30.6%였다.

건강상태로는 보통 이하라고 한 응답자가 9명으로 3.7%, 보통이 96명으로 

39.3%, 보통 이상이 139명으로 5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보통 또는 보통 이상이었다.

고용형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인 경우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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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7%,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이 33명으로 

13.6%, 용역 또는 위탁업체에 고용된 정규직이 36명으로 14.8%, 용역 또는 위

탁업체에 고용된 계약직이 153명으로 63%, 기타(3개월 계약직 등)가 12명으로 

4.9%로 나타났다. 이로써 용역 또는 위탁업체에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가 고용

형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근무형태는 정상근무제(하루 8시간)가 15명으로 6.2%, 1일 2교대제(12시간 

근무)가 16명으로 6.6%, 1일 3교대제가 3명으로 1.2%, 격일제(24시간 맞교대)가 

207명으로 85.2%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2명으로 0.8%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경비원의 근무형태 대다수가 맞교대라는 사

실을 확인시켜 준다.

휴무일수 여부는 휴무가 있는 경우가 95명으로 38.8%, 없는 경우가 150명으

로 61.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응답 중 따로 정해진 휴무가 없이 맞교대의 

비번인 날을 휴무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기타’란에 표기한 응답들을, 본 

연구에서는 비번인 날을 휴무로 보지 않으므로 휴무 없음으로 보았다. 

현 직종에서의 경력연수를 살펴보면 3년 미만인 경우는 71명으로 29.8%, 3

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83명으로 34.9%,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44명으로 

18.5%, 10년 이상은 40명으로 16.8%로 나타났다. 

복리후생제도 경험은 빈도수가 높은 응답으로 살펴보면 정기승급은 ‘아니

오’가 90.6%의 응답을 보였고, 시간외근무(연장근로)수당은 ‘아니오’가 

58.9%의 응답률을, 상여금은 ‘아니오’가 85.6%, 월차휴가는 ‘아니오’가 

67.9%, 연차휴가는 ‘예’가 64.6%, 하기휴가는 ‘예’가 64.6%, 하기휴가비는 

‘아니오’가 72.9%, 퇴직금은 ‘예’가 90%, 명절상여금은 ‘아니오’가 

59.4%, 학자금은 ‘아니오’가 97.6%, 병가는 ‘아니오’가 83.3%, 경조휴가는 

‘아니오’가 52.2%, 교통비는 ‘아니오’가 95.6%, 경조금은 ‘아니오’가 

76.4%, 정기건강진단은 ‘예’가 78.7%, 수면 또는 휴게시설은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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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식대는 ‘아니오’가 85.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기는 ‘예’를 기준

으로 하였다.

복리후생제도 경험여부 응답의 경우 각 문항 당 평균 33.88명의 결측률을 

보였다. 특히 병가나 상여금, 하기휴가, 하기휴가비, 경조금, 경조휴가 등은 응

답자들이 정확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무를 지속하

는 데 불이익을 보일 것 같은 병가나 경조휴가 등은 시도해 보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응답의 애매함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문항들 중 80%가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정기승급이 없는 점과 상여금이 없는 점, 퇴

직금은 있으며, 학자금, 병가, 교통비가 없는 점과 수면 또는 휴게시설은 있으

며, 식대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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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결측 = 1)

50대(55세 이상부터) 23 9.4

60대 157 64.3

70~80대(80대 사례 수 1) 64 26.2

학력
(결측 = 3)

초등학교 졸업 이하 9 3.7

중학교 졸업 33 13.6

고등학교 졸업 136 56.2

전문대 졸업 21 8.7

4년제 졸업 37 15.3

대학원 졸업 6 2.5

배우자 유무
(결측 = 6)

유 210 87.9

무 29 12.1

월 급여 수준
(결측 = 1)

100만 원 미만 3 1.2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42 17.2

15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185 75.8

200만 원 이상 ~ 250만 원 미만 12 4.9

2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2 0.8

급여 외 소득 
여부

유 170 69.4

무 75 30.6

건강상태
(결측 = 1)

보통 이하 9 3.7

보통 96 39.3

보통 이상 139 57

고용형태
(결측 = 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9 3.7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33 13.6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정규직 36 14.8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계약직 153 63

기타 12 4.9



- 50 -

근무형태
(결측 = 2)

정상근무제(하루 8시간) 15 6.2

1일 2교대제(12시간 근무) 16 6.6

1일 3교대제 3 1.2

격일제(24시간 맞교대) 207 85.2

기타 2 0.8

휴무일수 여부
유 95 38.8

무 150 61.2

현 직종에서의 
경력연수
(결측 = 7)

3년 미만 71 29.8

3년 이상 ~ 5년 미만 83 34.9

5년 이상 ~ 10년 미만 44 18.5

10년 이상 40 16.8

복리후생제도 
경험빈도

정기승급 예 9.4

시간외근무(연장근로)수당 예 41.1

상여금 예 14.4

월차휴가 예 32.1

연차휴가 예 64.6

하기휴가 예 54.0

하기휴가비 예 27.1

퇴직금 예 90.0

명절상여금 예 40.6

학자금 예 2.4

병가 예 16.7

경조휴가 예 47.8

교통비 예 4.4

경조금 예 23.6

정기건강진단 예 78.7

수면 또는 휴게시설 예 80.1

식대 예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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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기술적 통계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구 분 신뢰도 계수

독립변수

업무환경

편안함 .661

도전 .610

금전적 보상 .484

승진 .599

역할모호성 .780

역할갈등 .554

업무량 .670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사와의 관계 .891

동료와의 관계 .875

주민과의 관계 .673

(상사, 동료, 주민)과의 관계 .885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915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업무환경 중 편안함은 .661, 도전은 .610, 금전적 보

상은 .484, 승진은 .599, 역할모호성은 .780, 역할갈등은 .554, 업무량은 .670이 

나왔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는 상사와의 관계가 .891, 동료와의 관계가 

.875, 주민과의 관계가 .673, 모든 관계를 살펴본 상사, 동료, 주민과의 관계가 

.885로 높게 나왔고, 직무만족도의 신뢰도 계수 또한 .915로 높게 나왔다.

업무환경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금전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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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승진, 역할갈등의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이영미(1991)의 논문에서도 신뢰

도는 높은 편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이를 분석해 보면 금전적 보상의 문항에

서 ‘봉급 수준이 괜찮다’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에게 있어 재취업을 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에 괜찮다고 보았으나 그 정도는 개인의 차이에 따

라 느끼는 것이 다르며, ‘나는 안전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의 문항은 고용

이 안정적인지, 일하고 있는 환경이 안전한 것인지를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 있었다. 또한 ‘봉급 외의 수당들이 괜찮다’는 문항은 앞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살펴보았듯 봉급 외의 수당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복리

후생제도 또한 좋지 않다. 이에 따라 낮은 신뢰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할 기회가 많다’의 문항에서, 노인 민간경비원에게 

승진이란 없으며, ‘승진은 공정하게 실시된다’라는 문항 또한 노인 민간경

비원의 업무환경 제도에 적합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역할갈등에 있어서는 일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입·

출차 관리 같은 업무는 신속히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응답에 개

인차가 있었으며, ‘나는 일을 할 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

다’의 문항과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을 언짢게 만들어야 한다’의 문항은 응답자에게 해석의 어려움을 줄 수 있었

다.

이로 보아, 척도 해석의 어려움, 중·고령 민간경비원이 처한 현 업무환경제

도에 부합하지 않는 면 등으로 낮은 신뢰도 계수가 산출됨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2.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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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고, T-test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유의미성

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에서 보통 이하가 19.33, 보통이 

31.88, 보통 이상이 39.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건강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 : p<.001, ** : p<.01, * : p<.05 

변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연령

50대(55세 이상부터) 23 30.04 13.8350

2.09560대 154 36.14 14.1682

70~80대 63 36.32 12.471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 38.59 11.1557

2.144고등학교 졸업 133 35.90 14.1806

고등학교 졸업 이상 63 33.00 14.3006

배우자 
유무

유 206 36.62 13.6197
3.037

무 29 28.34 13.7562

월 급여 
수준

150만 원 이하 45 37.04 14.6147

1.23715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181 35.65 13.5866

200만 원 이상 14 30.43 13.1892

급여 외 
소득 여부

유 168 36.63 13.5760
-1.774

무 73 33.19 13.9380

건강
상태

보통 이하 9 19.33 13.0096

16.291***보통 94 31.88 13.0860

보통 이상 137 39.23 12.8892

고용
형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고용된 정규직과 계약직 42 31.12 13.4513
-2.338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정규직과 계약직 197 36.48 13.7171

정규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용역·위탁업체 고용) 44 33.66 13.7552
1.003

계약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용역·위탁업체 고용) 195 35.96 13.8040

근무
형태

격일제(24시간 맞교대) 203 38.03 13.0153
1.232

격일제 외 근무 36 35.10 13.8582

휴무 여부
유 94 35.37 13.3674

.198
무 147 35.73 14.0311

경력
연수

(현 직장)

3년 미만 70 33.71 14.0755

1.085
3년 이상 ~ 5년 미만 81 35.65 13.7324

5년 이상 ~ 10년 미만 44 35.25 14.3448

10년 이상 39 38.50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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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에 대한 기술통계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업무환경 7차원 

별로 빈도분석을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편안함, 도전, 금전적 보상, 승진, 역할갈등은 최저 1점부터 최고 4점 척도이

며, 역할모호성과 업무량은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역할모

호성 문항은 역산하였고, 7차원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차원 별로 살펴보면 편안함(7문항)의 최소값은 7에서 최대값 28로 평균은 

17.98이었다. 도전(6문항)은 최소값 6에서 22로 평균 12.83, 금전적 보상(3문항)

은 최소값 3에서 최대값 12로 평균 5.43, 승진(3문항)은 최소값 3에서 최대값 

12로 평균 4.67, 역할모호성(4문항)은 최소값 4에서 최대값 20으로 평균 10.15, 

역할갈등(4문항)은 최소값 4에서 최대값 16으로 평균 7.64, 업무량(4문항)은 최

소값 4에서 최대값 19로 평균은 10.11로 나타났다. 

이로써 업무환경 7차원 중에서는 편안함만이 중간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었

고,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둥, 

업무량은 다소 낮은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차원은 최소값과 최

대값의 중간치보다 낮은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이 다소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

나, 도전이나 금전적 보상, 승진은 다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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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 7차원 정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차원별 최대/최소

업
무
환
경

편안함(7문항) 236 17.98 3.99571 28.00 / 7.00

도전(6문항) 240 12.83 3.26170 22.00 / 6.00

금전적 보상(3문항) 240 5.43 1.97361 12.00 / 3.00

승진(3문항) 242 4.67 1.88892 12.00 / 3.00

역할모호성(4문항) 234 10.15 3.78486 20.00 / 4.00

역할갈등(4문항) 242 7.64 2.23090 16.00 / 4.00

업무량(4문항) 239 10.11 3.15907 19.00 / 4.00

4.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기술통계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합적

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사, 동료, 주민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빈도분석

을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까지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

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인지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았다. 

먼저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최소값 15에서 최대값 68로 평균 37.83으

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치인 41.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각 관계별로 보았

을 때,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최소값 5에서 최대값 25

로 평균은 12.20,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최소값 5에서 

최대값 25로 평균 11.66, 주민과의 관계에서 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최소값 

5에서 최대값 23으로 평균 14.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령 민간경비원이 느끼는 관계별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주민과

의 관계와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순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적인 스트레스는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는 보통 중·고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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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비원들의 업무환경에서 상사는 함께 있지 않으며, 동료 또한 대부분 맞교

대로 교대하는 시간에 마주치기 때문에 주로 상대하는 이가 주민들이고, 그 

안에서 불화가 생기면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중·고령 민간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감정보다 고객의 감정을 우선하는 경우가 생기고, 

때때로 고객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7>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항목별 최대/최소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사, 동료, 주민)

243 37.83 9.42173 68.00 / 15.00

상사와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244 12.20 4.36963 25.00 / 5.00

동료와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244 11.66 4.06671 25.00 / 5.00

주민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244 14.00 3.29546 23.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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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 7차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 7차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일반적 특성, 2단계는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 3단계는 업무환

경 7차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였고, 본 

연구자가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설명력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모형에서는 11가지의 일반적 특성들이 종속

변수인 직무만족도의 변이를 18.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

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5.243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VIF가 10을 초과하는 독립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학력(β값 -.182), 배우자유무(β값 .145), 건강상태(β값 .323), 용역업체 소속여

부(β값 .137)이었다. 따라서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용역업체 소속인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은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상사, 동료, 주민과의 관계 모두를 

보는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이 모형은 직무만족도의 변

이를 26.9% 설명하고 있으며, 1단계 모형에서 보다 8.3% 추가적으로 직무만족

도를 설명하였다. F값은 7.319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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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이 -.460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

력(β값 -.138), 건강상태(β값 .230)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 업무환경 7

차원을 차례로 투입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직무만족도의 변이를 41.8% 설명하

고 있었으며, 2단계에서보다 직무만족도를 16%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은 8.794로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업무환경 7차원 중 편안함(β값 .196), 금전적 보상(β값 .321), 역할갈등(β값 

-.790)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적 특성 중 배우자유무(β값 .114), 건강상태(β값 .198), 용역업체 소속여부(β

값 .134)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2단계와 같이 부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자의 연구가설 1-1 ‘업무환경의 편안함

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업무환경의 

금전적 보상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5 

‘업무환경의 역할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이상

의 세 가지 가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가설2)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의 경우 윤희열(1996)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재취업 노인일

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재취업 노인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던 결과

와 일치하며, 업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허성한(2009)의 연구에서 업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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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중 편안하고, 보상이 높고, 갈등이 적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치지 않음으로 본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은 탁계관(2009)의 연구에서 대

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정도는 아니지만 음의 상

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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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

변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일
반
적
 특

성

연령 -.778 1.773 -.032 -.439 -.981 1.680 -.040 -.584 -2.782 1.544 -.115 -1.802

학력 -4.060** 1.503 -.182 -2.701 -3.076* 1.438 -.138 -2.140 -1.847 1.318 -.083 -1.401

배우자유무 6.421* 2.885 .145 2.226 5.192 2.744 .118 1.892 5.040* 2.463 .114 2.047

월 급여 -2.212 1.977 -.077 -1.119 -1.430 1.879 -.050 -.761 -2.859 1.726 -.099 -1.657

급여 외 소득여부 1.296 2.093 .042 .619 1.442 1.982 .047 .728 .380 1.853 .012 .205

건강상태 7.868*** 1.585 .323 4.963 5.604*** 1.572 .230 3.565 4.831** 1.441 .198 3.353

용역여부 4.922* 2.286 .137 2.153 3.779 2.177 .106 1.736 4.816* 1.966 .134 2.450

정규직 / 계약직 -2.527 2.326 -.070 -1.086 -1.631 2.210 -.045 -.738 -1.215 1.990 -.034 -.611

격일제 여부 -3.227 2.783 -.085 -1.159 -3.591 2.636 -.094 -1.362 -.947 2.394 -.025 -.396

휴무일수 여부 -1.898 2.138 -.065 -.888 -2.816 2.033 -.097 -1.385 -1.139 1.918 -.039 -.594

경력연수 1.454 .907 .107 1.604 1.580 .859 .116 1.840 1.323 .777 .097 1.701

대인스트레스 -.460*** .095 -.314 -4.848 -.203 .103 -.138 -1.977

독
립
변
수

업 무
환경

편안함 .683** .240 .196 2.852

도전 .056 .330 .013 .169

금전적 보상 2.405*** .507 .321 4.743

승진 -.416 .520 -.056 -.800

역할모호성 -.157 .252 -.042 -.622

역할갈등 -.790* .390 -.120 -2.025

업무량 -.272 .301 -.061 -.904

상수 20.002 42.137 22.517

R² .228 .312 .472

수정된 R² .185 .269 .418

수정된 R² Change .083 .160

F 5.243*** 7.319*** 8.794***

자유도 11 12 19

사례 수 206 206 206

*** : p<.001, ** : p<.01,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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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 7차원과 상사, 동료, 주민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 7차원과 상사, 동료, 주민과의 관계에서 오

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일반적 특성, 2단계에 상사와 동료, 주민

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3단계로 업무환경 7차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살

펴보기 위하여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상사와 동료, 주민간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9>에서 살펴보면, 상사와 동료, 주민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1단계 모

형에 추가한 분석모형으로서의 2단계 모형은 직무만족도의 변이를 26.4%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 모형에서보다 직무만족도의 변이를 8.6%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6.282로 p<.001수준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2단계 모형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이 -.651로 유의미하게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가운데에서는 건

강상태가 β값이 .229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3단계 모형에서 일반적 특성과 상사, 동료, 주민과의 관계에서 오는 대인관

계 스트레스 변수를 통제한 후 업무환경 7차원을 투입한 결과, 이 모형은 직

무만족도의 변이를 41.5% 설명하고 있었다. 2단계에서보다 직무만족도의 변이

를 추가적으로 1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7.947로 p<.001수준에

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사, 동료, 주민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환경 7차원 중 편안함(β값 .191)과,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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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β값 .327)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 특성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β값 .113), 건강상태(β값 .199), 용역업체 소

속여부(β값 .142)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자의 연구가설 1-1 ‘업무환경의 편안함

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업무환경의 

금전적 보상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를 입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가설2)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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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2

변
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일
반
적
 특

성

연령 -.778 1.773 -.032 -.439 -.803 1.699 -.033 -.473 -2.758 1.563 -.114 -1.764

학력 -4.060** 1.503 -.182 -2.701 -2.844 1.471 -.128 -1.934 -1.720 1.348 -.077 -1.275

배우자유무 6.421* 2.885 .145 2.226 5.147 2.753 .117 1.869 5.011* 2.471 .113 2.028

월 급여 -2.212 1.977 -.077 -1.119 -1.428 1.886 -.049 -.757 -2.787 1.733 -.097 -1.608

급여 외 소득여부 1.296 2.093 .042 .619 1.432 1.989 .047 .720 .437 1.860 .014 .235

건강상태 7.868*** 1.585 .323 4.963 5.595*** 1.578 .229 3.544 4.840** 1.446 .199 3.347

용역여부 4.922* 2.286 .137 2.153 3.835 2.208 .107 1.737 5.095* 1.995 .142 2.554

정규직 / 계약직 -2.527 2.326 -.070 -1.086 -1.661 2.217 -.046 -.749 -1.190 1.997 -.033 -.596

격일제 여부 -3.227 2.783 -.085 -1.159 -3.538 2.677 -.093 -1.321 -1.300 2.432 -.034 -.535

휴무일수 여부 -1.898 2.138 -.065 -.888 -2.767 2.044 -.095 -1.353 -1.188 1.927 -.041 -.617

경력연수 1.454 .907 .107 1.604 1.522 .868 .112 1.753 1.368 .785 .100 1.743

독
립
변
수

상사와의 대인스트레스 -.651* .252 -.205 -2.583 -.184 .243 -.058 -.759

동료와의 대인스트레스 -.293 .259 -.086 -1.133 -.071 .239 -.021 -.295

주민과의 대인스트레스 -.394 .287 -.095 -1.369 -.418 .270 -.101 -1.547

업
무
환
경

편안함 .667** .242 .191 2.754

도전 .102 .335 .024 .306

금전적 보상 2.444*** .511 .327 4.785

승진 -.515 .533 -.069 -.965

역할모호성 -.174 .255 -.047 -.682

역할갈등 -.767 .396 -.117 -1.938

업무량 -.281 .303 -.063 -.929

상수 20.002 40.804 23.266

R² .228 .314 .474

수정된 R² .185 .264 .415

수정된 R² Change .086 .160

F 5.243*** 6.282*** 7.947***

자유도 11 14 21

사례 수 206 206 206

*** : p<.001, ** : p<.01,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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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

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은 본 연구자

가 직접 찾아다니며 설문을 진행한 한계로 인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한정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로 파

악되는 경비직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

써 이를 기반으로 중·고령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직무만족연구를 활성

화시키고, 중·고령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다. 연령대는 60대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배

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 급여 수준은 1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이, 급여 외 소득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보통 또는 보통 이상이었다. 고용형태는 용역 또는 위탁업체에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가, 근무형태는 대다수가 24시간 맞교대였다. 휴무일수 여부는 

휴무가 없는 경우가, 현 직종에서의 경력연수는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경

우가 가장 많았다.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건

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윤희열(1996)의 건강상태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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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두 번째로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 정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

를 살펴보았다. 업무환경 7차원 중에서는 편안함만이 중간 정도의 상태를 나

타내었고,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역할모호성과 역

할갈둥, 업무량은 다소 낮은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차원은 최소

값과 최대값의 중간치보다 낮은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이 다소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역할모호성이나 

역할갈등, 업무량의 정도가 낮고, 도전이나 금전적 보상, 승진은 다소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분석되었다.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각 관계별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주민과의 관계와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순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적인 스트레스는 높은 편은 아니

었다. 

세 번째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 업무환

경 순서로 투입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1모델과 통합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상사, 동료, 부하와의 관계로 나누어 

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2모델 중, 본 연구에서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난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 1에서의 결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용역업체소속인 경우에,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이 편안할수록, 

금전적 보상이 잘 이루어질수록, 역할갈등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대

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

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따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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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의 업무환경이 본질적인 경비업무 이외에도 분

리수거, 택배보관, 입·출차관리 등의 부가적인 업무로 열악하고 일이 많다고 

알려졌음에도 본 연구에서의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은 그들의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역할모호성이 높고 도전적이지 않고, 승진이 없는 환경은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부담으로 인해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유인 경비시스템

에서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

이 아니면 인원을 감축하기도 하고, 또 기왕이면 중·고령층이 아닌 젊은 연

령층을 고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제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은 경비직으로 

일을 하는 것도 경쟁을 해야 하는,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비번을 

제외한 휴무일수가 따로 없으며, 이미 노화로 인해 각종 질환을 가지고 있는 

중·고령자들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게도 힘든 24시간 격일제 근무에도, 그

러한 근무형태나 업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결과가 나

온 데에는 중·고령자들의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아프다거나 주민과

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겼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 

현 중·고령 인력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이 갈등 타

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는 노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성이 낮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

는 상황적 배경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창배, 2014). 노인 

경비원들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퇴

직강요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서 중·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일 수밖에 없다는 본 연구자의 해석과 동일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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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백세시대에 일찍이 은퇴한 초로의 중·고령자

들이 제2의 직업으로 구한 일자리가 그들이 정말 만족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자리로서 등 떠밀려 현실과 타협하며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 또한 현실

과 타협하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업무특성상, 상사와의 

관계는 교류가 자주 없고, 혼자 근무하며, 24시간 맞교대로 인하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입주민과의 관계에

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스트레

스 중 주민과의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왔으나, 이것은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고령층의 연령의 특성상 

사소한 갈등이나 불화는 넘어갈 줄 아는 연륜과, 고용상태를 지속하기 위하여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이 그들의 감정보다는 주민들의 감정을 우선하는 것으

로,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언론에서 기

사화된 다양한 뉴스들로 인해 입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인식이 고양된 효과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응답률

이 많이 저조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건강하지 않으면 고용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의 이유로 병가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확실히 모르

고, 휴가나 휴가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정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근무를 하는 

등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업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년 단

위 계약직을 3개월로 바꾸어 계약하기도 하고,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등의 근로계약은 이미 재취업에 을의 성격을 띠고 입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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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고령 근로자들을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휴게시설이 있어

도 경비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취약한 중·고령 계층을 한 단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중·고령층의 근로의 권리는 당연하며,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

어야 한다. 일자리를 주는 것만이 만사해결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되고, 그 

일자리가 만족하는 일자리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중·

고령층의 일자리는 현재의 소득보장과 미래에의 노년기 빈곤 방지대책으로 고

령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지책이 될 수 있으며,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삶과 나아가 우리 사회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

다. 따라서 편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비실과 휴게실 등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환경 기준을 제도적으로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

령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근무시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연령 특성상 눈치보지 않고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병가일수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주는 방

안 등 경비원의 휴가 관련 예외규정 마련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업무분

담을 명확하게 하여 본 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하는 것

도 중요하다. 정해진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에 걸맞는 추

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그 

권리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 2절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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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하러 다녀야 하는 한계로, 주로 연구

자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역에 한정성이 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조사 지역을 넓히고, 나아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중·고령층의 민

간경비원만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달리 학교와 건물 등에서 근무하는 

중·고령 민간경비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고령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중·고

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척도와 민간경비원의 근무 특성에 맞게 제작된 척도

가 없다는 점이 제한점이다. 또한 척도 내에서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연구대

상자가 질문을 오해하여 해석했을 오류가 있고, 결과적으로 척도 사용으로 인

한 양적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경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탁계관(2009)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음의 상관관계

가 있지는 하지만 미미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에 지역의 한정성과 응답의 정확성에서의 한계성을 언급하며, 향후 연구방향

으로 질적 연구방법으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명확한 업무환경 상황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 다양한 직무만족 요인에 대

한 의견과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중·고령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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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설 문 지

No.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설문지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

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답 자료는 학문적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

하지 않을 것이며, 응답내용은 연구관계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  도  교  수 : 김  진  욱

연 구 자 :  박 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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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업무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A.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업무상황을 가장 가깝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드물
게 

그렇
다

거의 
그렇
지 

않다

1 승진할 기회가 많다.

2 내 고유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3 출퇴근이 편리하다.

4
나는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완성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5 내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일을 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6 일이 재미있다.

7 봉급 수준이 괜찮다.

8 내가 하는 일들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

9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0 나는 안전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11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어렵다.

12 나는 일을 할 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13 봉급 외의 수당들이 괜찮다.

14 물리적 환경이 쾌적하다.

15 내가 한 일의 결과를 알 수 있다.

16 나는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

17 일을 완성시킬 충분한 시간이 있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갈등을 일으킬 요청을 받지 않는다.

19 근무시간이 잘 짜여 있다.

20 승진은 공정하게 실시된다.

21 일을 잘 해내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다.

22
나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에 관심
이 있다.

23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언짢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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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귀하의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매우 
자주 
일어
난다

자주 
일어
난다

때때
로 

일어
난다

드물
게 

일어
난다

거의 
일어
나지 
않는
다

1 나는 직장에서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2 내가 맡은 일은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맡은 일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예측할 수 있다.

4 나는 몹시 고되게 일해야만 한다.

5 내가 맡은 일은 그 목적이 명확하다.

6 일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7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다.

8 내가 수행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

2. 다음은 귀하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 상사, 동료, 고객(주민)>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다음은 상사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의 상사는 나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나의 상사는 종종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4 나의 상사는 내가 한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5 나의 업무수행 시 상사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동료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동료들과 생각, 감정, 기대 등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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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2
나는 내 목표와 동료들의 목표가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3 나는 내 동료들을 신뢰할 수 없다.

4 나는 내 동료들에게 나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5 나는 동료들과 업무문제로 자주 마찰을 일으킨다.

다음은 고객(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고객들과 의견이 상반되어 다투는 경우가 있다.

2 나는 가끔 고객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3 나는 내 감정보다 고객의 감정을 우선하는 적이 많다.

4 나는 나와 무관한 일로 고객의 불만을 가끔 듣는다,

5
나는 스스로 고객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 못했다는 생각
이 들 때가 있다.

문 항 예 아니오
모르겠

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상이다.

2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수하다.

3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훌륭하다.

4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상적이다.

5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든다.

6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당하다.

7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다.

8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다.

9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만족시킨다.

10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낀다.

11 일을 하면 기분이 유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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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귀하는 출생연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19      년도        월    

나. 귀하의 학력(최종학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 졸 ⑤ 4년제 졸 ⑥ 대학원 이상

다. 귀하의 배우자 유무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① 유  ② 무

라. 귀하의 월 급여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150만 원 미만     ③ 150~200만 원 미만

④ 200~250만 원 미만     ⑤ 250~300만 원 미만     ⑥ 300만 원 이상

마. 귀하께서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십니까? 

① 자녀가 주는 용돈 ② 국가보조금 ③ 재산 소득 ④ 금융 소득 ⑤ 연금

  마-1. 급여 외 소득이 있으시다면 얼마입니까?                 원

12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지 않다.

13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달갑지 않다.

14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15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 것 없다.

16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17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악이다.

18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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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귀하의 이전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① 관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아.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떠한가요?

① 빌딩 소유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② 빌딩 소유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고용된 계약직

③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정규직

④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1년 단위의 계약직

⑤ 기타                                   

자. 현재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정상근무제(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② 1일 2교대제(12시간 근무)

③ 1일 3교대제   ④ 격일제(24시간 맞교대)   ⑤ 기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이 좋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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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귀하의 평균 휴무일수는 어떻게 되십니까?(비번은 계산에서 제외)

① 일주일에 1일           ② 2주일에 1일           ③ 3주일에 1일 

④ 4주일에 1일            ⑤ 기타                 

카. 현 직종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타 사업체의 동일직무 경력 년 

수 포함)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4년 미만  

⑤ 4~5년 미만 ⑥ 5~10년 미만  ⑦ 10년 이상

타. 다음은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서 제공

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의 사용 경험 / 사용 의향에 대해 ‘V’표시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J>

항
목

구분 타-1. 사용경험 여부
타-2. (향후 여건이 

된다면) 사용 의향 여부
1 정기승급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2 시간외근무(연장근로)수당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3 상여금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4 월차휴가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5 연차휴가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6 하기휴가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7 하기휴가비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8 퇴직금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9 명절상여금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10 학자금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11 병가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12 경조휴가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13 교통비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14 경조금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15 정기건강진단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16 수면 또는 휴게시설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17 식대 ① 아니오 ② 예 ① 아니오 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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