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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팽창, 인구의 도시집중화,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등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겪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정보화와 국제화가 진행되어 사회전체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박준석, 1999). 비록 현 사회가 사상 초유라고도 할 수 있는 수백만의 실업자

가 발생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라할지라도 일반직장에 비해 그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수 있는

경호․경비직 종사자의 직무성패를 긍정적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함성철,

2003)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경제적인 안정이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직무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생활과정 중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긴장과 불안의 연속으로 신체적 변화를 많이겪게 되는 시설및 신변안전요원들은 스트레스

가 심화되어 신경증과 정신적, 신체적 장애및 사회 부적응행동 등의 발병가능성을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과도한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무적특성이 유발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공배완 & 김창호, 2005),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대사회

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직무수행을 하는 사

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건강정도를 결정지을 수 있고, 조

직에서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직무에 대한 무관심, 체념, 의사결정능력 감소, 창의력 상실,

직무관여도 감소, 조직에 대한 무관심에 따라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이용식, 1997; 양춘호, 2000).

선행연구에서 보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높은 동기수준과 문제에 대한 눙률적인 해결 및

적절한긴장감으로 생활유지에 필요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심

혈관계질환 및 우울증 등의 질병유발의 원인이 되며(Miller and Smith, 1993), 김진환

(2006)은 민간경호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장상사와의 부조화, 업무의 부담감, 업

무의 역할갈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의 기술과 능력이 직무규정에 부적합하여

조직이 제공하는 직무환경과 개인의욕구가 불일치할때유발되고, 인간개체에 해로운육체

적, 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인 스트레스는 경호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지만(French and Cobb, 1992; 이상철,

2003), 아직까지 스트레스 수준별에 따른 생리학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형태와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사적 변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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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성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적인 측면에의 인식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

써 경호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수 있는 기초분석자료를 제공하는데 그목적을두

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6개의 경호업체에서 경호업무를 수

행하는 경호원으로서 총 36명이었다. 선정된 경호업체는 경호뿐만 아니라 경비 및 경호관련

사무직관리까지 수행하는 민간경호업체이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비흡연자로서 심폐질환이

나 정형외과적질환이 없는 건강한남자이며, 실험참여 전 모든피험자에게 본 연구의목적

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피험자(n) 연령(yrs) 신장(cm) 체중(kg)

36 36±7 176±4 76±6

2. 측정항목 및 방법

1)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는 체격과 관련하여 신장, 체중을 측정하였고, 신체구성 관련변인으로 체지방

률을 측정하였다. 대사적 관련변인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혈액성분

변인으로는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글루코스, 젖산을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지법을 사용하

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2) 측정방법

(1) 신체구성 측정 : 신체구성은 다주파수 임피던스기(Inbody 3.0, Biospace Co., 한

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연구대상자는온몸에서 금속물질을 제거한 후 체지

방 측정기에 올라서게 한 후 연령, 성별, 신장을 입력하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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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을 벌리게 한 자세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2) 대사적 변인 측정 : 대사적 변인인 심박수는 전자심박측정계(Polar, 핀란드)를 이용

하여 매 1분마다 측정하였다.

(3) 혈액채취및 분석 : 모든피험자는검사당일 8시간 이상공복상태를 유지한 후실헙

실에 도착하여 30분간의 안정상태를 유지한 후 10 cc의 정맥혈을 샘플링하였다. 채

취된혈액은 전혈을 이용, 원심분리를 통해혈청이 분리되었으며, 동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글루코스(Glucose; Glu), 젖산(Lactate; Lac) (EKTACHEM DT60II system,

Johnson & Johnson)을 분석하였다.

(4) 스트레스 측정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측정 설문지는 장세진(2005)이 개발

한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로서 그 하위요인은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조직

체계, 보상부적절, 직무불안정, 직장문화 등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 측

정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SPSS Versio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형태와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신체구성,

대사적 변인, 혈액성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분석 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 사후검증은 Tuckey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은 p<.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형태에 따른 신체구성의 차이

1)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신체구성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신체구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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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신체구성의 차이 (M±SD)

체지방률

(%)

1~5년(n=9) 6~10년(n=10) 11~15년(n=8) 16~20년(n=9)

18±3 17±2 23±3 25±4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150 2 16.00 15.06 .002

a > d집단내 78 10 7.20

전체 85 12

a : 1~5년, b : 6~10년, c : 11~15년, d : 16~20년

근무경력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체지방률은 ‘1~5년’ 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사후검증결과 ‘1~5년’ 집단이 ‘16~20년’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신체구성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신체구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신체구성의 차이 (M±SD)

체지방률

(%)

경호(n=10) 사무(n=9) 경비(n=9) 일반관리(n=8)

15±2 24±5 16±3 21±4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148 2 18.00 17.13 .001

a > b집단내 75 10 8.30

전체 83 12

a : 경호, b : 사무, c : 경비, d : 일반관리

직무유형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체지방률은 ‘경호’ 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사후검증결과 ‘경호’ 집단이 ‘사무’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6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2.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형태에 따른 대사적 변인의 차이

1)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심박수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심박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근무경력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심박수는 ‘1~5년’ 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

를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심박수의 차이 (M±SD)

심박수

(beat․min
-1
)

1~5년(n=9) 6~10년(n=10) 11~15년(n=8) 16~20년(n=9)

68±9 69±10 70±9 71±10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147 2 14.00 9.03 .075

집단내 79 10 6.50

전체 82 12

a : 1~5년, b : 6~10년, c : 11~15년, d : 16~20년

2)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심박수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심박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

량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심박수의 차이 (M±SD)

심박수

(beat․min-1)

경호(n=10) 사무(n=9) 경비(n=9) 일반관리(n=8)

67±8 69±9 65±7 66±8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154 2 19.00 18.14 .069

집단내 78 10 9.20

전체 86 12

a : 경호, b : 사무, c : 경비, d : 일반관리

직무유형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심박수는 ‘경비’ 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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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형태에 따른 혈액성분의 차이

1)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혈액성분의 차이

(1)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혈당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혈당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근무경력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혈당은 ‘11~15년’ 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p>.05).

<표 6>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혈당의 차이 (M±SD)

Glu

(mg/dL)

1~5년(n=9) 6~10년(n=10) 11~15년(n=8) 16~20년(n=9)

114.5±25.9 115.1±21.6 113.7±23.4 117.5±23.7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147 2 14.00 9.03 .083

집단내 79 10 6.50

전체 82 12

a : 1~5년, b : 6~10년, c : 11~15년, d : 16~20년

(2)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젖산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젖산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젖산의 차이 (M±SD)

Lac

(mg/dL)

1~5년(n=9) 6~10년(n=10) 11~15년(n=8) 16~20년(n=9)

2.36±1.73 2.84±1.02 3.67±1.56 4.88±2.03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152 2 13.00 12.16 .015

d > a집단내 84 10 7.45

전체 83 12

a : 1~5년, b : 6~10년, c : 11~15년, d : 16~20년

근무경력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젖산은 ‘16~20년’ 집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



8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사후검증결과 ‘16~20년’ 집단이 ‘1~5년’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혈액성분의 차이

(1)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혈당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혈당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직무유형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혈당은 ‘경호’ 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8>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혈당의 차이 (M±SD)

Glu

(mg/dL)

경호(n=10) 사무(n=9) 경비(n=9) 일반관리(n=8)

112.3±21.7 114.3±22.7 113.2±22.8 115.7±22.1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145 2 12.00 7.13 .094

집단내 73 10 5.70

전체 79 12

a : 경호, b : 사무, c : 경비, d : 일반관리

(2)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젖산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젖산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젖산의 차이 (M±SD)

Lac

(mg/dL)

경호(n=10) 사무(n=9) 경비(n=9) 일반관리(n=8)

3.95±2.18 2.25±2.19 4.56±2.03 3.67±1.98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152 2 13.00 12.16 .015

c > b집단내 84 10 7.45

전체 83 12

a : 경호, b : 사무, c : 경비, d :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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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형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젖산은 ‘경비’ 집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사후검증결과 ‘경비’ 집단이 ‘사무’ 집단보다 통

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4.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1)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결

과는 <표 10>과 같다. 근무경력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11-15년’ 집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표 10> 경호업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M±SD)

스트레스수준
1~5년(n=9) 6~10년(n=10) 11~15년(n=8) 16~20년(n=9)

58.74±5.64 59.16±6.03 63.12±5.25 60.03±4.98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350.39 2 190.00 4.06 .107

집단내 250.43 35 27.20

전체 276.87 27

a : 1~5년, b : 6~10년, c : 11~15년, d : 16~20년

2)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경호업 종사자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

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M±SD)

스트레스수준
경호(n=10) 사무(n=9) 경비(n=9) 일반관리(n=8)

65.89±5.64 55.23±5.03 63.25±5.21 58.92±4.99

변원

(sourc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

(MS)
F p post-hoc

집단간 412.65 2 250.33 16.27 .007

a > b집단내 310.38 35 27.98

전체 333.65 27

a : 경호, b : 사무, c : 경비, d :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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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에 따른 경호업 종사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경호’ 집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사후검증결과 ‘경호’ 집단이 ‘사무’ 집단보

다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형태와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신체구성, 대사적

변인, 그리고 혈액성분의 변화를 조사하는데 있었다.

직무형태에 따른 체지방률은 근무경력이 짧은 집단에서 낮은 수치의 결과를 나타내었으

며, 직무유형에 따라서는 현장직 종사자들에게서 역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도수련또는 유산소성 운동과 같이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그룹이 체지방률의 감소되어

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김성수 등, 2001). 체지방률의 적절한

조절은 건강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체중이 정상일지라도 체지방률 높은 경우 심혈관

계 질환의 위험요인은 증가되어질 수 있다(Seidel et al., 1991). 직무형태에 따른 대사적

변인인 심박수의 변화는 그룹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 경비업 종사자의 심박

수가 사무직과 일반관리 그룹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낸결과를볼때, 꾸준한 자기관리를

위한 유산소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수행해온그룹이 안정시 심박수 회복율에긍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덕완(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무형태에

따른 혈당의 변화 역시 그룹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젖산의 변화는 좌업생활을 주로 하는

그룹과 비교하여 현장근무 그룹이 더욱 수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젖산수치의 증가반응인 피로경험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이병철, 2004; 하태웅, 2003). 근무경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그룹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무유형에 따라서 현장직근무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직무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노선표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요약하면, 경호, 경비와 같은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그룹은 비활동적인 그룹보다

신체구성 측면을 개선시켜심혈관질환발병률의 감소와 제지방량의증가를 유발하여혈당개

선 및 기초대사량의 증가를 통하여 체지방량의 감소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Davison & Grant, 1998; Ivy, 1997). 게다가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만성질환의 이환율

의 감소, 조기사망률과의 부적상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활양식이며, 신체활동의 부족을 초

래하는좌업생활이 다른 위험요인들과 더불어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독립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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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어지는 것을 볼 때(ACSM, 2006), 고객의 신변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호, 경비원들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꾸준한 운동이 요구되어지며, 체지방률 감소에

방해가 되어지는 식이조절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 경호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형태의 하위요인인 근무

경력과 직무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무경력에 따라 체지방률은 단기간일수록 낮고, 장기간일수록 젖산수준은 높다.

2. 직무유형에 따라 체지방률은 현장직일수록 낮고, 젖산과 스트레스 수준은 현장직일수

록 높다.

결론적으로, 경호업 종사자의 효율적이고 건강측면에서의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근속과 사

무직 종사자의 지속적인 신체활동 수행이 필요하고, 현장직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

스 감소를 위한 휴식 및 안정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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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Difference of Body Composition, Metabolic Factor,

and Blood Components according to Job Forms and Stress Level

for Security Guard Workers

Kim, Kyong Tae․Lee, Chang 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body composition,

metabolic factor, and blood components according to job forms which are job period

and job type and stress level for security guard worker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1. There were lower level for the body fat with short term and higher level for the

lactate with long term according to the job period.

2. There were lower level for the body fat with the field service and higher level

for the lactate and stress with the field service according to the job type.

In conclusion, it needs to have a continuous physical activity behavior for the

security guard workers to manage for their effective health and to have a rest for

the field service workers to decrease their physical and mental stress.

Key Word : Security Guard, Job Form, Stress, Body Fat, Lac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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