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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경비원들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

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심층면담 범주와 결과 크게 3가지로 나누었으

며 첫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감정노동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욕설 및 인격모독에 따

른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의욕저하로 이어져 왔다. 둘째,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

며 경비업무 외적인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걸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

았으며 수평적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

트경비원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

아가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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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경비원이 입주민과 주차문제로 인하여 폭언

과 폭행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다.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폭행 

및 갑질, 감정노동에 문제는 오늘의 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경비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경비원 중 아파

트경비원은 용역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시설주나 사업주가 교체를 

원하거나 채용을 거부할 경우 즉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근무를 

하여야 하는 등 신분보장이 되고 있지 않으며, 처우가 열악하고 저임금

에 허덕일 뿐 아니라 일반시민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1] 또한 열약한 환경에서 아파트 경비원들

이 겪게 되는 감정노동 또한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달리 입주민들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통제 및 복무지

시 등 특수한 근로형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경비업법

상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현실을 경비업무 

외에 주차업무, 분리수거, 택배수령, 기타 잡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경비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감정노동인식에 관하여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Review of previous research

지금까지 연구된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김정규

(2011)는 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2] 김창호·하정훈(2013)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

무 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3] 박용구외 

2명(2015)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문제점에 대한 고찰,[4] 조철규외 

2명(2015)은 아파트경비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5]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인식 및 문제점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려 탐색적으로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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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nalysis Target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선행연구들

의 고찰을 통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심층면담에서는 6명의 연구참여

자를 정하였다. 아파트경비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아파트경비업무 중 감정노동경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Research results

다음은 전남 순천시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감정

노동인식에 대한 면담의 결과를 범주화한 것이며, 범주화된 질적 

자료에 대한 면담내용을 일부 제시하였다.

Research 

Questions

Category of

interview content
Results of the study

Apartment 

guards' 

perception 

of emotional 

labor

Emotional Labor 

Recognition

Sayings and swear 

words

Increased job stress

Lower motivation

Working 

environment

Poor working 

environment

High labor intensity

Work perception

Lack of 

understanding of 

security business

Unjust order

Table 1. In-depth interview categorization

“최근 뉴스에서 나오듯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 욕설이 비단 어제오

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해주는 

부분도 많은 데 일부 주민들은 욕도하고 인격모독까지 하니깐 속상하

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연구참여자 A)

“ 여기서 일하면 감정노동을 감내해야 할 것 같애요. 입주민이 

욕을 한다 해서 나도 똑같이 하면 더 피곤해 질뿐인 것 같애요. 

입주민의 비위를 맞춰 주는 거죠. 어떡하겠어요.”(연구참여자 B)

“ 어떤 주민은 내가 낸 관리비로 먹고살면서 업무를 제대로 안하냐고 

이야기를 할 땐 진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연구참여자 

C)

“한번은 아파트 커뮤니센터에서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길래 실내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 뿐이데 학생 부모가 

관리실로 전화해서 당신이 먼데 우리아이한테 훈계하느냐? 경비 주제

에 분수를 알아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D)

“ 분리수거장 정리를 조금이라도 늦게 하거나 지저분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 분리수거 업무를 

하는데 식사시간에도 연락이 오면 도중에 가서 정리해야 되요.”(연구

참여자 E)

“ 사실 경비업무 외적인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나이에 경비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F)

Ⅴ. Conclusion

이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경비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인식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데 있다. 먼저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행을 

행하였을때는 가중처벌이 이루어 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또한 경비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입주민들 또한 갑을관계가 아닌 고용계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아파트경비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아 업무에 

효율성 및 안전문제에도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저하게 

높은 근무시간을 줄여서 감정노동 및 갑질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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