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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 문 요 약

노인학대에 대한 간호사의 개입의도 영향요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계획된 행위이론

의 개념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영향

요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

입 향상을 위한 간호사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술적 상

관관계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소재 일 대학병원

의 내과, 외과, 신경과, 부인과 병동 및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10문항, 노인학대 인식

20문항,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14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지각된 행위

통제 7문항, 노인학대 개입의도 11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수집

된 설문지는 SPSS Win 2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서술통

계, t-test, ANOVA,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Win 2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치, t-test, ANOVA, 다변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노인학대 인식은 80점 만점에 평균 71.23(±5.47)점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대상자들의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

제의 평균은 각각 태도 56점 만점에 39.50(±4.50)점, 주관적 규범 16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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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11)점, 지각된 행위통제 28점 만점에 16.99(±2.82)점으로 측정되었다.

셋째, 대상자들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44점 만점에 31.77(±.4.57)점으로 측

정되어 노인학대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에 개입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인식: r=.438, 태도:

r=.349, 주관적 규범: r=330, 인지된 행위통제: r= .436)를 보였다.

여섯째,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955, p <.001), 32.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중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학대 인식이며 다음으로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인

지된 행위통제, 태도, 주관적 규범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의

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상

승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노인학대 개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는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간호사들에게 적용되고 그 결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종합병원 간호사, 노인학대, 개입의도



1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

어들었으며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노인인구의 급증

은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증가로 이어진다. 노인 관련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노인학대는 그 사례가 2006년 2274건에서 2012년 34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2) 양상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

이에 우리나라는 1997년 ‘가정 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승인하여 노인

학대를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일부로 포함하여 범죄로 규정하였다. 2004

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규정 등을 포함

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노인권익

증진 정책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학대피

해노인의 일시보호 및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의료인은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과 함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관련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

무가 있다. 2013부터는 직무상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신고의무자

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그 의무가 강화되었다(노인복지법, 2013). 그러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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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가 포함되어있는 의료인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으

로 2012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노인학대 3424건 중

41건(7.2%)에 그쳤다(보건복지부, 2012).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가정이나

요양기관 등에서 은폐되기 쉬우므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학대를 멈추고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이며 특히 신고의

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간호사는 타 의료진에 비해 대상자와 접근성이

높아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상태를 정교히 관찰하고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므로 노인학대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고 노인학대를 예견할 수 있다. 따

라서 노인학대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는 효과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Mandiracioglu 등, 2006). 게다가 간호사는 신고의

무자로서 법적책임을 갖는 동시에 예방과 중재의 전문가적 책임이 있기 때문

에 학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한다(고정미, 201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에 관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는 간호 측면에서 본 가정 내에서의 노인학대(송미순, 2007), 간호사의 특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관한 연구(고정미, 2010), 노인의 존엄성에 대

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인식과 경험(김기경, 2009) 등으로 매우 적다. 또한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신

고와 같은 개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이 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국한되어있어 노인학대

를 경험한 대상자가 학대 피해를 받은 후 급성기 치료를 위해 찾는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이나 노인학대 개입의도 등은 파악하

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개입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노인학대 인식 및 계획된 행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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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서 인간의 행동 의도(intention)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제시된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 인지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 및 노인학대 개입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노인학대 인식과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인간의 행동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위통제를 밝히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위통제와 노인학대 개입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위통제가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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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1.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

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 하는 것(노인복지법, 2013)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 언어정신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

임에 대한 사례를 노인학대 사례로 제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노인학

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개입의도

노인학대 개입이란 학대노인을 인지했을 때 또 다시 학대에 피해입지 않

도록 대상자를 교육하고, 학대상황에 대하여 인터뷰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

록 관련기관에 알리는 등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Stark, 2012).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상황을 제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파악한

것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입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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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이 문헌고찰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간호

사의 역할 및 간호사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미치는 영향요인을 국내, 외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A.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노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가치관, 시대 등을 반영하며 정의되기

때문에 개념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김미혜, 2006). 따라서 노인학대의 정의

는 한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학문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노인학대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인 미국은 Older

American Act(미국노인법)으로 abuse(학대), neglect(방임), exploitation(착취)

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으며 National Aging Resource Center on

Elder Abuse(NARCEA)는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성적 학대,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NARCEA, 2014). 혹은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 가정학대와 시설학대로

구분한다(김미혜, 2006).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노인학대를 질

병, 상해, 생산성 저하, 고립, 절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권범죄라고 광범위

하게 정의하고 있다(WHO, 2014).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련 연

구들이 시작되었다(고정미, 2010). 그러나 여전히 학자에 따라 그 정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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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부분 신체적 학대, 심리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를 공통적으로 포함하

고 있으며 방임과 자기방임에 대한 견해는 분류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김미

혜, 2006).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노인

복지법, 2013)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는 발생공간과 행태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다(노인보호전문기

관, 2014).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

인의 발견, 보호, 치료를 위해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노인학대가 발생한 공간이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에 의해 행해진 경우 가정학대,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

설에서 가해진 경우 시설학대, 시설 및 가정 외에서 일어나는 경우 기타로 본

다. 행태적으로는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고

통, 장애 등을 초래한 경우 신체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

어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정서적 학대로 본다. 또한 성적 수치심

을 유발시키는 경우 성적학대, 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고 착취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로 명명한다. 노인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도적으로 부

양을 회피하는 경우는 방임으로 보는데 노인 스스로가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자기방임으로 간주한다. 노인의 부양을 회피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버리는 경우 유기에 해당한다(노인보호전문기관, 2014).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의 노인학대의 정의와 국내 연구에서 제시하는 노인

학대 정의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따라야 하는 법

령인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 자기방임 하는 것을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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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B. 노인학대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노인복지법 39조 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행하는 의료인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법적, 전문가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노인복지법, 2013).

그러나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신체적 학대는 부주의하

거나 거칠게 노인의 신체를 다루는 정도가 노인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어 노인

학대에 대하여 국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김기경, 2009). 또한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노인학대의

예방으로 신고의무와 법적신고의무제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신고경험도 없고 신고기관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김은정, 2011).

미국의 42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Adult Protective Service(APS)법에 따

르면 간호사가 속해있는 그룹인 건강분야, 복지분야의 전문가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대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핫라인이 개설되어있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된다(Wieland, 2000).

노인학대에 있어 간호사에게 사회적,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는 노인학

대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는 효과적인 위치에 있

기 때문이다(Mandiracioglu 등, 2006). Mandiracioglu 등(2006)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동안 간호사는 대상자의 곁에 비교적 오래 머물러있으므로 타

의료진에 비해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상태를 정교히 관찰하고 변화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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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유리하여 노인학대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고 노인학대를 예견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렇듯 노인학대에 있어 간호사의 개입이 노인의 학대피해를 줄이고 예방하

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간호사들이 잘 모르

고 있는 실정이므로 역할에 대한 의식 고양이 필요하다.

C.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학대 인식

및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인간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태

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를 이용하여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학대 인식

인식(認識)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이다(국립국어

원 표준국어대사전, 2014). 따라서 노인학대 인식이란 노인에게 가해지는 신체

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를 노인학대 라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인식정도가 간호사의 노인학대 신고 의향 및 개입행동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전문간호사에게 시행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료인의 지식 정도가 학대사

례를 발견하는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McCredie 등, 2000). 노인학대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것은 노인학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어떠한 가혹행위가 노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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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노인학대의 지식정도가 높다면

인식이 높아지고 이는 노인학대에 개입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는 정도와 신고의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심각하게 인식할

수록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되었다(고정미, 2010). 따라서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 행동 상승을 위해 인식고양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여러 매체

를 통한 간호사 교육의 필요성이 재기되었다. 실제로 웹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를 평가

한 연구에서는 교육 후 간호사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지식이 상승되었고 감수

성과 친화적 실천력이 상승되었다(김기경, 2010).

그러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

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며 신고의향을 실제 신고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안내가 필요하다(고정미, 2010). 또한 간호사들 외에

도 노인과 접촉기회가 많은 타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예

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송미순, 2007).

2. 계획된 행위이론

노인학대를 인지했다 할지라도 신고와 같은 실제적인 개입행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간호사의 노인학대 신고 및 개입을 어렵

게하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어 보호자에게 신체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아동이 학대에 있어 취약한 정도가 노인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에서 그 요인을 찾아보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서윤경, 2004)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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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으나 이러한 인식이 실질적

인 아동학대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박혜영, 2009).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대상자들에게 조사하니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아동의 훈육은 부모의 몫이므로 침해해

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여복, 2002). 노인학대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료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의 가해

자가 주로 피해노인의 아들, 며느리 등 가족으로 피해노인의 보호자 혹은 부

양자인데 신고로 인해 노인의 보호 및 부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피해자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국가인원위원회, 2010).

하지만 신고 등의 개입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이론적 체계성을 가지고 파

악하지 못하면 근거중심의 요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행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계획된 행위이론

의 개념을 가지고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했

다. 인간의 행위를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을 알아내는 계획된 행위이

론은 건강행위와 그의 결정요인을 찾아내는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상자

에게 간호를 제공 할 때 건강 행위 및 건강 교육 측면의 예상 및 효과를 판단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왔다(한금선, 1994). 이러한 관점은 임상에서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간호사들의 의사결정과정에도

적용된다(Côté, F. 등, 2012).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위를 결정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관찰

한 것으로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행위의 의도이며 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에 영향을 받는다(Azjen, 1991). 행위에

대한 태도는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갖는 신념과 행위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결정되는데 행위의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의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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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행위를 수행하고자 할 때 개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특정 인물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행위

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의도에 영향을 준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를 수행을

쉽거나 어렵게 하는 자원 및 개인의 지각으로서 이는 행위 의도를 거치지 않

고 직접적으로 행위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된다(이소우 등,

2009 ; Azjen, 1991). 또한 이 이론에서는 이런 주요한 요인들이 결혼, 교육정

도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한다(이소우 등, 2009).

지금까지의 문헌고찰 결과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던 노인학대 인식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입행동을 취

할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생각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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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결정하는 영

향 요인임을 파악하여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 향상을 위한 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B. 연구 대상

2014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 까지 2주일 동안 서울 소재 일 대학병원의 내

과, 외과, 신경과, 부인과 병동 및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73부

를 회수하여 실시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구하였

다. 예측요인10개, 유의수준 α .05, 효과크기 .1, 검정력 .8로 계산, 172명이 산

출되었으며 결측치 약 10%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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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10문항, 노

인학대 인식 20문항,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14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7문항, 노인학대 개입의도 11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이루어

져있다. 각각의 도구는 저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간호대학 교수 3인과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실사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

복지사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증된 CVI는 모두 0.8 이상으로

총 66문항 모두를 설문에 포함하였다.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0인에

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항의 문해정도 및 가독성을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1. 노인학대 인식

김미혜, 권금주, 임연옥, & 이연호(2006)가 개발하고 수정, 보완한 노인학대

측정도구 33문항 중 종합병원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접할 수 있는 20문

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수정한 설문 문항은 방임 2문항, 자기방임 3문항, 재정적 학대

1문항, 신체적 학대 11문항, 언어정서적 학대 3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척도

는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심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33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α 값은 .94이며 유형별로는 .74~.88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 α의 값은 .69이었으며 유형별로는 .73~.76이였다.

2. 노인학대 개입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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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

하여 재구성 하였다.

태도, 주관적 규범은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를

연구한 박혜영의 2009년 도구를 노인학대 개입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Feng(2003)에 의해 개발된 아동학대 신고의도 척도(Child

Abuse Report Intension Scale: CARIS)를 김진선(2005)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

을 박혜영(2009)이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서 사

용한 도구를 노인학대 개입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태도 14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7문항으로 총 25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박혜영(2009)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Cronbach' α값은 태도 .76, 주

관적 규범 .90, 인지된 행위통제 .82로 측정 되었다. 본 연구의 Cronbach' α의

값은 태도 .77, 주관적 규범 .74, 인지된 행위통제 .73이었다.

3. 노인학대 개입의도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고정미(2010)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연

구에서 노인학대 인식 측정도구로 사용한 11개 가상적 사례에 대하여 개입할

지 묻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Cronbach' α값은 .79로 측정 되었다. 본 연구

의 Cronbach' α의 값은 .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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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 수집 방법, 연구윤리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수집하였다. 연

구에 앞서 기관 IRB(IRB No. H-1403-089-566)를 통해 피시험자의 안전을 위

한 승인을 얻었고 해당기관의 간호본부장 및 과장, 간호수련실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전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동의한 간호사들에게만 설문을 시행하였는데, 설명에는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음과 언

제든지 설문을 그만둘 수 있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문지를 보관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음도

함께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에게는 서면 동의를 받았

으며 참여한 간호사에게는 5000원 상당의 방수 밴드를 소정의 상품으로 지급

하였다.

E.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SPSS Win 2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목

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통제,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차이는 각각 t-test와 ANOVA

로 분석 후 사후분석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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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노인학대 개입의도간의 상관관계는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4.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가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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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 학력, 근무경력, 근무

지, 직위, 노인과의 동거여부, 노인학대 교육여부를 조사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99.4%였다. 28세에서 29세의 간호사가 30%이상 분포하였다. 82.1%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95.4%가 일반간호사로 근무하였다. 근무지는 약70%가 내,

외과 병동이었다. 미혼인 대상자는 69.9%로 기혼 대상자보다 두 배 가량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48.6%를 차지했다. 대상

자의 92.5%가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

으며 94.8%의 대상자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가족 구성원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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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1 (0.6)

여 172 (99.4)

나이

(세)

<28 54 (31.2) 30.3±4.9

28~30 63 (36.4)

31≦ 56(32.4)

결혼상태 미혼 121 (69.9)

기혼 52 (30.1)

종교 기독교 46(26.6)

천주교 32 (18.5)

불교 11 (6.4)

무교 84 (48.6)

학력 전문대졸 20 (11.6)

4년제 대학 졸 142 (82.1)

대학원 이상 11 (6.4)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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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근무경력

(개월)

≦36 60(34.7) 70.8±57.6

37~72 52(30.1)

72< 61(35.3)

현 근무지 내과 병동 71(41.0)

외과 병동 58(33.5)

산부인과 병동 8 (4.6)

신경과 병동 8 (4.6)

응급실 23(13.3)

응급단기병동 5 (2.9)

직위 일반 간호사 165(95.4)

책임 간호사 5 (2.9)

수간호사 이상 3 (1.7)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여부

동거함 9 (5.2)

동거하지 않음 164(94.8)

노인학대

교육 경험

있다 13 (7.5)

없다 160(92.5)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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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수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노인학대 인식 20 48 80 71.23 ± 5.47 3.56±.02

재정적 학대 1 2 4 3.90 ± .03 3.90±.03

신체적 학대 11 30 44 42.39 ± 1.98 3.86±.01

언어 정서적 학대 3 5 12 9.86 ± 1.82 3.30±.05

방임 2 4 8 6.51 ± 1.07 3.26±.04

자기방임 3 3 12 8.57 ± 2.60 2.86±.07

B. 노인학대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 통제, 개입의도

1. 노인학대 인식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최소 48점, 최대 80점이었으며 평균

71.23(±5.47)점, 평균평점 3.56(±.02)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정

적 학대와 신체적 평균이 각각 평균평점 3.90(±.03)점, 3.86(±.01)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였으며 자기방임은 평균평점 2.86(±.07)점으로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표2>.

<표2>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정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

(n=173)

4점 척도로 측정됨: 1(매우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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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로 살펴보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노인에게 도구

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힌다.” 등의 신체적 학대

에 대해 평균 3.99(±.08)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반면 “노인 자신이 스

스로 식사를 줄이거나 거부하여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빠진다.”, “노인 자신

이 지속적인 위생과 청결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자기방임과 관련된 문항의 평균은 각각 2.74(±1.19), 2.61(±.94)로 낮은 인식도

를 보였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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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재정적

학대

6. 법률상의 권리 행사를 제한시키거나 노인을 시설에 강제 수용시켜 노

인의 재산을 갈취한다.

3.90±.34

신체적

학대

13.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3.99±.08

14. 노인에게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

힌다.

3.99±.08

12. 노인의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3.97±.21

15. 강제로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노인을 가두거나 묶어둔다. 3.95±.25

11.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다. 3.92±.33

16.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3.90±.30

8.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노인에게 강요하거나 노인을 성폭행한다. 3.87±.24

17.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노인에게 거친 행위로 한다(물건 던지기, 부

수기 등의 기물파손).

3.87±.34

10. 노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3.73±.56

7.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3.71±.50

9.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다(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3.41±.65

언어

정서적

학대

18.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의견을 무시하고 화를 낸다(못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3.34±.67

19.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거나 꾸짖는다. 3.39±.66

20.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킨다.

3.16±.77

방임 2. 노인의 동의 없이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끊는다. 3.60±.62

1. 노인에게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 2.91±.71

자기

방임

5. 노인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다. 3.22±1.00

3. 노인 자신이 스스로 식사를 줄이거나 거부하여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에 빠진다.

2.74±1.19

4. 노인 자신이 기본적인 위생과 청결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는다.

2.61±.94

<표3>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정도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 편차

(n=173)

4점 척도로 측정됨: 1(매우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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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태도 14 26 54 39.50±4.50 2.82±.02

주관적 규범 4 6 16 11.38±2.11 2.86±.04

인지된 행위 통제 7 8 27 16.99±2.82 2.43±.03

2. 노인학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각각 평균

평점 2.82(±.02), 2.86(±.04), 2.43(±.03)이었다<표4>.

<표4>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의 평균

과 표준편차

(n=173)

4점 척도로 측정됨: 1(매우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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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간호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옹호해야 한다.”가 평균 3.38(±.60)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노인학대

에 대해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을 측정한 주관적 규범에서는 “내 가

족은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이다.”가 평

균 3.00(±.64)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해 대상자가 개입하는데

어렵게 하거나 쉽게 하는 요인을 측정한 문항인 인지된 행위통제에서는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나는 개입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다.”가 평균 2.93(±.57)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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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태도 12. 간호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옹호해야 한다. 3.38±.60

6†. 노인학대는 단지 가족 문제일 뿐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3.35±.57

13. 간호사는 노인이 계속 학대받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3.28±.66

5†. 노인학대에 개입하는 자체가 귀찮다. 3.06±.66

3. 노인학대에 개입한다면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02±.61

4†. 노인학대에 개입한다면 노인에게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2.93±.61

7†. 노인학대는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누군가 개입할 것이다. 2.91±.65

2. 노인학대에 개입한다면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2.76±.60

1. 노인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2.65±.57

8†. 노인학대에 개입함으로써 그 가족이 해체될까봐 두렵다. 2.57±.69

11†. 개입을 함으로써 그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렵다. 2.50±.70

9†. 노인학대에 개입함으로써 그 가족으로부터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렵다. 2.45±.69

10†. 개입할 때 신분이 노출될까봐 부담스럽다. 2.32±.68

14†. 노인학대에 개입할 경우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된다. 2.31±.73

주관적

규범

1. 내 가족은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이다. 3.00±.64

3. 나의 수간호사나 관리자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이다.

2.86±.65

4. 나의 친구들은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이

다.

2.79±.64

2. 나의 직장동료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

이다.

2.76±.65

인지된

행위

통제

1.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나는 개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

각한다.

2.93±.57

2. 나는 노인학대에 대하여 간호사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 2.74±.59
3.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개입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2.61±.64
4.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개입하고자 할 경우, 의사나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2.61±.68

6.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개입하고자 할 경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2.09±.60

5. 나는 노인학대 개입 방법에 대해 잘 안다(신고 등). 2.03±.65
7. 나는 노인학대에 개입하는데 필요한 전문직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1.97±.65

<표5>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73)

4점 척도로 측정됨: 1(매우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 : 역환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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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개입의도 11 20 44 31.77±4.57 2.89±.42

3. 노인학대 개입 의도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11문항, 총점 44점으로

4점 척도로서 측정되었다. 최소값은 20, 최대값은 44였으며 평균은

31.77(±4.57), 평균평점은 2.89(±.42)였다<표6>.

<표6>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173)

4점 척도로 측정됨: 1(매우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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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로 살펴보면 “치매를 앓고 있는 최씨 할머니는 큰딸 가족과 살고 있

다. 사위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큰딸이 집에 없을 때, 사위는 최씨 할머

니를 설득하여 옷을 벗게 하고 누드사진을 찍은 뒤 친구에게 보여주었다.”의

문항이 평균 3.78(±.44)로 측정되어 가장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씨 할머니는 딸에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서 식사

와 약복용을 거부하고 있다. 딸은 이씨 할머니에게 음식과 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의 문항은 평균 2.23(±.68)으로 측정되어 가장 낮은 개입의도를

보였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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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편차

5. 치매를 앓고 있는 최씨 할머니는 큰딸 가족과 살고 있다. 사위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큰딸이 집에 없을 때, 사위는 최씨 할머니를 설득하여 옷을 벗게 하고 누드사진을 찍은 뒤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3.78±.44

4. 김씨 할아버지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기를 거부한다. 동거하고 있는 아들은 부인도 직장

생활을 하며 2남 1녀의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부인이 하루 24시간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에 김씨 할아버지를 침대 또는 휠체어에

묶어두고 출근을 한다.

3.43±.60

8. 중풍에 걸린 유씨 할머니는 신체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 딸이 어렸을 때

유씨 할머니는 어머니로서 딸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힘든 상황의 책임을 딸에게 돌려

비난하였기 때문에 딸의 어린시절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유씨 할머니의 부양자가 된 딸은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주고 어머니 방청소도 하지 않는다.

3.25±.65

11. 중풍에 걸린 오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간호를 부탁하였다. 아들은 간병인을 고용하였는데

아들 부부 수입의 25%를 간병인에게 지급한다. 아들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오씨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아들은 가끔 술에 취했을 때, 어머니에게 나도 친구처럼 저축하고 집

도 사고 싶으니 빨리 자살하라고 울면서 소리 지른다.

3.04±.73

3. 박씨 할머니는 가끔 울고, 소리를 지르고 딸에게 물건을 집어던진다. 그 이후 딸은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할머니에게 의사가 몸에 좋다고 조제한 약이라고 하며 수면제를 준다. 딸은

그 약이 수면제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2.90±.68

1. 아들은 화가 날 때마다 가끔씩 김씨 할머니에게 프라이팬을 던진다고 한다. 5년 동안 프

라이팬을 던진 횟수는 모두 3번이다.

2.84±.70

6. 며느리는 이씨 할아버지에게 하루 3끼 꼬박 챙겨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씨 할아버지

는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아 배가 고프다며 불만을 표시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식사를

통제하지 않으면 과식하여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며느리는 이씨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주는 음식보다 더 많이 먹겠다고 하면 음식에 독약을 넣겠다고 위협하였다.

2.80±.74

10. 3개월 전 박씨 할아버지는 딸에게 보청기가 필요하니 병원 예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예약도 하지 않고 병원에 모시

고 가지 않는다.

2.69±.72

9. 권씨 할머니는 글을 몰라 재정을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의 돈 1억여원을

맡겼으며, 아들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가끔 어

머니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2.48±.75

7. 양씨 할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아 실수로 마루바닥에 놓여있는 아들의 안경을 밟아 렌즈가

깨뜨렸다. 아들은 매우 화가 나 양씨 할머니에게 항상 조심성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2.35±.69

2. 이씨 할머니는 딸에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서 식사와 약복용을 거부하고 있다. 딸은

이씨 할머니에게 음식과 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2.23±.68

<표7>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73)

4점 척도로 측정됨: 1(매우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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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및 노인학대 개입의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나이, 결혼상태, 종교, 학력, 근무경력, 근무지, 직

위, 노인과의 동거여무, 노인학대 교육경험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노

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및 노인학대 개입의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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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개입의도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나이

(세)

<28 70.61(4.90) .68(.51) 39.81(4.44) .21(.81) 11.41(1.86) .68(.51) 17.07(2.66) .05(.95) 32.28(4.62) .48(.62)

28~30 71.79(5.21) 39.29(4.62) 11.16(2.09) 16.90(2.83) 31.60(4.41)

31≦ 71.18(6.25) 39.43(4.48) 11.61(2.35) 17.00(3.02) 31.48(4.73)

결혼상태 미혼 71.64(5.03) 1.51(.13) 39.59(4.16) .40(.69) 11.39(2.08) .07(.17) 16.92(2.74) .50(.62) 31.98(4.46) .92(.36)

기혼 70.27(6.13) 39.29(5.24) 11.37(2.19) 17.15(3.03) 31.29(4.82)

종교 기독교 72.13(5.61) .65(.58) 39.70(4.82) .50(.68) 11.43(2.31) .78(.51) 16.96(3.06) .04(1.00) 32.13(5.22) .54(.66)

천주교 71.22(6.29) 38.75(3.53) 11.22(1.91) 17.00(2.89) 32.25(4.06)

불교 70.27(4.52) 38.82(6.98) 10.55(3.14) 17.27(3.82) 32.36(5.92)

무교 70.86(5.20) 39.76(4.30) 11.52(1.90) 16.96(2.56) 31.32(4.20)

학력 전문대졸 72.50(4.99) .61(.54) 40.25(4.84) .32(.73) 11.90(2.13) 1.94(.15) 17.85(3.84) 1.33(.27) 32.30(4.78) .73(.48)

4년제 대학 졸 71.06(5.62) 39.40(4.56) 11.24(2.09) 16.92(2.67) 31.82(4.68)

대학원 이상 71.09(4.23) 39.36(2.94) 12.27(2.15) 16.27(2.45) 30.27(2.01)

<표8>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개입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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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개입의도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근무경력

(개월)

≦36 71.00(4.81) .08(.92) 39.20(4.19) .21(.81) 11.55(2.05) .80(.45) 17.18(2.66) 1.12(.33) 32.20(4.49) .51(.60)

37~72 71.40(5.39) 39.58(4.89) 11.08(1.80) 16.50(2.88) 31.33(4.67)

72< 71.30(6.18) 39.72(4.50) 11.48(2.39) 17.21(2.92) 31.74(4.59)

현 근무지 내과 병동 70.18(5.08) 1.97(.09) 39.55(4.17) .69(.63) 11.18(2.19) 1.05(.39) 16.82(2.87) .31(.90) 31.70(4.92) 1.63(.16)

외과 병동 72.41(5.95) 39.45(4.86) 11.41(2.13) 17.29(2.73) 31.71(3.84)

산부인과 병동 68.75(7.19) 37.25(4.89) 11.75(2.92) 17.00(3.38) 28.63(5.90)

신경과 병동 70.63(2.97) 39.25(5.37) 12.25(1.17) 17.38(2.97) 32.13(2.42)

응급실 72.87(4.43) 39.83(4.15) 11.78(1.76) 16.78(3.00) 33.52(4.65)

응급병동 69.60(6.66) 41.80(4.92) 10.00(1.41) 16.20(2.17) 30.00(5.57)

직위 일반 간호사 71.15(5.43) 1.57(.21) 39.53(4.46) .85(.43) 11.42(2.05) 1.13(.33) 17.04(2.76) 2.52(.08) 31.79(4.58) .05(.95)

책임 간호사 70.40(6.69) 40.40(2.41) 10.00(2.74) 14.40(3.78) 31.60(3.78)

수간호사 이상 76.67(4.16) 36.33(8.96) 11.67(4.04) 18.33(3.51) 31.00(7.00)

노인(65세이상)

동거여부

동거함 70.33(4.56) .50(.62) 40.67(4.33) .80(.43) 10.78(2.11) .88(.38) 16.11(3.41) .96(.34) 31.00(4.09) .52(.60)

동거하지 않음 71.27(5.52) 39.43(4.51) 11.41(2.11) 17.04(2.79) 31.82(4.60)

노인학대

교육경험

있다 72.15(4.26) .64(.53) 38.85(2.38) .54(.59) 11.77(1.54) 69(.49) 17.15(2.15) .22(.83) 31.69(4.31) .07(.95)

없다 71.15(5.56) 39.55(4.63) 11.35(2.15) 16.98(2.88) 31.78(4.60)

<표8>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개입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계속)

(n=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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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태도 .148 (.026)

주관적 규범 .222 (.002) .252(<.001)

인지된 행위통제 .239 (.001) .394(<.001) .506(<.001)

의도 .438(<.001) .349(<.001) .330(<.001) .436(<.001)

D.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간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통제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9>.

<표9>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노인학대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인

지된 행위통제간의 상관관계

(n=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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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2

수정된

R2
F

B
표준

오차
베타

.192 .187 40.691

(상수) 5.682 4.102 1.385 .168

인식 .366 .057 .438 6.379 <.001

.344 .328 12.955

(상수) -4.248 4.233 -1.004 .317

인식 .280 .054 .335 5.157 <.001

태도 .186 .069 .183 2.683 .008

주관적 규범 .192 .159 .089 1.210 .228

인지된 행위통제 .387 .125 .239 3.101 .002

E.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각 영향요인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중회귀분

석을 한 결과 각 영향요인간 공차는 .66에서 .93이었으며 VIF또한 2를 넘는

값이 없었으므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식은 대상자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18.7% 설명하였고 베

타값은 .438(F=40.691, p<.001)이었다. 노인학대 인식과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를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력은

32.8%였으며 베타값은 인식이 .335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인지된 행위통제가

.239였다. 태도는 .183, 주관적 규범은 .089였다(F=12.955, p<.001)<표10>.

<표10>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종속변수: 노인학대 개입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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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는데 있어 노인학대 인식과 함께 관련요인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일개 상급대학병원의 간호사 173명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

구의 대상자들은 노인학대에 대해 4점 척도의 평균평점 3.56(±.02)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영역별로는 재정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정

도가 제일 높았으며 방임 및 자기방임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노인학대 행위 심각성 정도를 전국 노인종합복지(회)관, 가정봉사 파견

시설 및 주간보호소, 노인학대예방 센터의 실무자 614명이 신체적 학대가 제

일 많이 심각한 학대라고 응답하고 자기방임은 심각도의 점수를 제일 낮게 응

답한 결과와 유사하였다(김미혜, 2006). 서울에 위치한 5개 종합병원에 근무하

는 간호사 301명에게 실시한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지정도가

5점 척도에서 평균 3.07로 측정되어(고정미, 2010) 본 연구의 인식도 평균평점

을 5점 척도로 환산한 4.45점 보다는 인지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제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제일 심각한 학대로 인지하며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는 점이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정도가 고정미(2010)의 연

구와는 달리 일반적 특성과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

던 2009년 이후인 2010년 이루어진 1차 의료기관인증평가 항목에 간호사는 아

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피해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의료기관인증평가원, 2010) 원내 게시판이나 숙지사항으

로 교육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로 인식도의 상승이 이루어 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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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계획된 행위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대상자들의 태

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4점 척도의

2.82(±.02)점 정도로 노인학대 개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관적 규범은 2.86(±.04)점 정도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노인학대에 개입해야한

다는 신념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다. 인지된 행위통제는 2.43(±.03)점으로 개

인이 지각하는 통제인식정도가 계획된 행위이론 중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이

는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조사한 결과와 흡사한데, 19개 종합

병원 응급실과 6개 대항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364명을 대상

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를 측정한 결과 각각 5점 척도에서

3.38점, 3.38점, 2.84점 이었다(박혜영, 2009). 본 연구의 측정 점수를 5점 척도

로 환산해보면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각각 3.52점, 3.78점,

3.04점으로 나타나 계획된 행위이론의 개념 중 점수가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

이 서로 일치하였다.

특히 인지된 행위통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측정된 항목은 “나는 노인

학대에 개입하는데 필요한 전문직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로 나타

나 임상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도 의료인의 노인학대 신고비율

이 낮은 원인을 교육미비로 판단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실제로 여

러 가지 형태의 정부주도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사업이 진행중에 있다(보건복

지부, 2012). 그러나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중 노인의 인권에

대한 과정은 찾아볼 수 없어, 간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웹기반 노인인권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 바 있고 학습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음이 보고되었다(김기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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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44점 만점에 평균 31.77(±4.57)점이었다. 제

일 높은 개입의도를 보인 항목은 노인의 성적학대에 관련된 상황으로 4점 만

점에 3.78(±.44)점이었고 제일 낮은 개입의도를 보인 항목은 노인의 자기방임

과 보호자의 언어적,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상황으로 4점 만점에 2.23(±.68)점

이었다. 이는 재정적 학대와 신체적(성적) 학대를 노인학대로서 높게 인지하고

방임과 자기방임을 노인학대로서 낮게 인지한 노인학대 본 연구의 인식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측정하게 위해 사

용한 상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황별로 신고의향을 확인 해 보았을 때도 성

적 학대에 대해 가장 많은 신고의향을 보여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정

미, 2010).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향이 높다는 것은 간호

측면에서 본 가정 내에서의 노인학대(송미순, 2007),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고정미, 2010),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대상 웹기반 노인인권 교육프로

그램 개발(김기경, 2010)등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인식한 정도만큼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등의 개입행동으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식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므로(Azjen, 1991)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도

함께 분석 해 본 것인데 이는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연구 결과

와 유사했다(박혜영, 2009).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식 다음으로 인지된

행위통제, 태도, 주관적 규범 순이었다. 계획된 행위이론에 따라 연구한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과 신고체계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신고의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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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Feng, 2003). 이는 아동학대를 인지할지라도 신고방법이나 법

령 등을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신고의향이 줄어드는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개입을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요인인 인지된 행위통

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계획된 행위이론의 창시자인 Azjen(1991)은 인지된 행

위통제가 그의 이론의 타 개념보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인지된 행위통제가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인지한

간호사가 노인학대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어떤 개입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리는 교육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미 노인복지법(2013)에서는 간호사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신

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으로 노인학대에 개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가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간호사가 속해있는 지역

사회 및 가정에 전해진다면 신고의무자로서 간호사의 전문가적 책임감이 상승

하고 개입 행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나

원내 대단위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옹호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

지 알리고 인식을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일 상급병원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에 사용한 도구 중 일부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도구를 수정 보

완 한 것이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추가로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의도를 상승시키기 위

해서는 노인학대 인식 뿐 아니라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

지된 행위통제를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교육프로

그램이 개발되고 간호사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가 노인학대를

인식하고 개입행동을 하고자 할 때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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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간호대상자인 노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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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노인학대 인식정도가

높고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점수가 높을

때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았다.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노인학대

인식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인지된 행위 통제, 태도, 주관적 규범 순이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사들에게 적용하여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를

상승시켜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개입행동을 하고자 할 때 쉽게 수행할 수 있

도록 체계적,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간호대상자인 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역 및 의료기관 종류를 확대한

광범위 연구 및 검증이 필요하다.

2)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고 전문직으로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전문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신고 등의 개입

행위를 시도하려고 할 때 수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사회적 지원

을 마련한다.

4) 교육프로그램 적용과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 졌을 때 간호사의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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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증가나 노인학대 피해사례 감소 등이 일어났는지 효과검증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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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윤경입니다.

  본 설문지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이 노인 대상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을 인지했을 때 개입의도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며 본 연구 외에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대로 솔

직하게 적어주시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3

연구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조 윤 경 드림

연구 참여 동의서(참여자 보관용)

 본인은 본 연구에 대한 목적,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습니

다. 또한 연구 시작 전을 포함하여 기간 중 언제라도 자료수집에 참여하기를 중단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수집 참여에 동

의합니다.

                                                   날짜 :   2014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절취선-----------------------

*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구 책임자(조윤경)에게 연락주세요.

  연락처: 010-****-****, **********@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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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설명문>

1. 연구 제목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2. 연구책임자

  조윤경(84병동, 내과간호과 교육전담간호사)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도 그 중하나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이지만 신고를 하는 등

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횟수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학대 문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 피해노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도움

이 되고자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4. 참여대상자 수 및 참여기간

  본 연구에는 본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200여명이 참여합니다. 설문조사는 20분 이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5. 연구의 절차 및 방법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설문지를 받고 약 20분 정도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

별한 다른 절차는 없으며 방법상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부작용, 위험과 불편함

  설문조사에 약 2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

7.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

문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소정의 답례품(습윤 방수 밴드)을 준비하였습니다.

8. 연구 참여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거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9. 자발적 참여 및 동의 철회

  귀하는 설문 조사에서 언제든지 자의로 중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

다. 중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구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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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 정보 중 일부는 설문 조사 결과로 수집됩니다. 이러한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은 비밀로 보호될 것이며,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 대상자의 신상은 비밀로 보호될 것입

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자를 비롯한 연구를 감독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동의를 하시면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하

지만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설문지와 따로 이중잠금장치가 장착된 곳에 보

관하여 비밀로 보장 될 것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연구적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사

용될 것입니다.

11. 담당자 연락처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연구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

다.

  연구 책임자: 조윤경(010 - **** – ****)

  

  또한 연구와 관련하여 참여 시 권익에 대한 문제, 우려, 질문이 있을 때 연락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RB(02-2072-0694), 피험자보호센터 연락처(02-207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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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제목: 노인학대에 대한

간호사의 개입의도 영향요인

1. 본인은 위 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받고 상기 연구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

구원과 이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의논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의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이후의 치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의 참여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이 설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의학 연구 목적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

다.

6. 본인은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의 사본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시험자/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대상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구 책임자(조윤경)에게 연락주세요.

  연락처: 010-****-****, **********@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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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용
학대

아님

약한

학대

보통

학대

심한

학대

1 노인에게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

2 노인의 동의 없이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끊는다.

3
노인 자신이 스스로 식사를 줄이거나 거부하여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에 빠진다.

4
노인 자신이 기본적인 위생과 청결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조
차 하지 않는다.

5 노인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다.

6
법률상의 권리 행사를 제한시키거나 노인을 시설에 강제 수
용시켜 노인의 재산을 갈취한다.

7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8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노인에게 강요하거나 노인을 성폭행한
다.

9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다(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
체어 등).

10
노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복용
시킨다.

11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다.

12 노인의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13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14
노인에게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
상을 입힌다.

15 강제로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노인을 가두거나 묶어둔다.

16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17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노인에게 거친 행위로 한다(물건 던
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

18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의견을 무시하고 화를 낸다(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19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거나 
꾸짖는다.

20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
정에서 자주 소외시킨다.

* 다음은 귀하의 노인학대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지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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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2
노인학대에 개입한다면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3 노인학대에 개입한다면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노인학대에 개입한다면 노인에게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5 노인학대에 개입하는 자체가 귀찮다.

6
노인학대는 단지 가족 문제일 뿐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7 노인학대는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누군가 개입할 것이다.

8 노인학대에 개입함으로써 그 가족이 해체될까봐 두렵다.

9
노인학대에 개입함으로써 그 가족으로부터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렵다.

10 개입할 때 신분이 노출될까봐 부담스럽다.

11
개입을 함으로써 그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렵다.

12 간호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옹호해야 한다.

13
간호사는 노인이 계속 학대받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14 노인학대에 개입할 경우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된다.

* 다음은 노인학대 개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입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 상관에게 보고, 환자 및 학대 의심 가해자 면담, 또는 학대 행위를 의무기록에 기록함 등

이 포함됩니다. 각 지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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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가족은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이다.

2
나의 직장동료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이다.

3
나의 수간호사나 관리자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이다.

4
나의 친구들은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할 것이다.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나는 개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노인학대에 대하여 간호사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

3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개입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4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개입하고자 할 경우, 의사나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5 나는 노인학대 개입 방법에 대해 잘 안다(신고 등).

6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개입하고자 할 경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7
나는 노인학대에 개입하는데 필요한 전문직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 다음은 귀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항목입니다. 각 지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 다음은 노인학대 개입을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항목입니다. 개입에는 관련 기

관에 신고, 상관에게 보고, 환자 및 학대 의심 가해자 면담, 또는 학대 행위를 의무기록에 기록

함 등이 포함됩니다. 각 지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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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들은 화가 날 때마다 가끔씩 김씨 할머니에게 프라이팬을 

던진다고 한다. 5년 동안 프라이팬을 던진 횟수는 모두 3번이다.

2

이씨 할머니는 딸에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서 식사와 

약복용을 거부하고 있다. 딸은 이씨 할머니에게 음식과 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3

박씨 할머니는 가끔 울고, 소리를 지르고 딸에게 물건을 

집어던진다. 그 이후 딸은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할머니에게 

의사가 몸에 좋다고 조제한 약이라고 하며 수면제를 준다. 딸은 

그 약이 수면제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4

김씨 할아버지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기를 거부한다. 동거하고 

있는 아들은 부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2남 1녀의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신와 부인이 하루 24시간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에 김씨 할아버지를 침대 

또는 휠체어에 묶어두고 출근을 한다.

5

치매를 앓고 있는 최씨 할머니는 큰딸 가족과 살고 있다. 사위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큰딸이 집에 없을 때, 사위는 최씨 

할머니를 설득하여 옷을 벗게 하고 누드사진을 찍은 뒤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6

며느리는 이씨 할아버지에게 하루 3끼 꼬박 챙겨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씨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아 배가 

고프다며 불만을 표시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식사를 

통제하지 않으면 과식하여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며느리는 이씨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주는 음식보다 더 많이 

먹겠다고 하면 음식에 독약을 넣겠다고 위협하였다.

7

양씨 할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아 실수로 마루바닥에 놓여있는 

아들의 안경을 밟아 렌즈가 깨뜨렸다. 아들은 매우 화가 나 양씨 

할머니에게 항상 조심성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8

중풍에 걸린 유씨 할머니는 신체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 딸이 어렸을 때 유씨 할머니는 어머니로서 딸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힘든 상황의 책임을 딸에게 돌려 

비난하였기 때문에 딸의 어린시절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유씨 

할머니의 부양자가 된 딸은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주고 어머니 

방청소도 하지 않는다.

* 만약 귀하의 대상자에게 아래의 지문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귀하는 개

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입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 상관에게 보고, 환자 및 학대 의심 

가해자 면담, 또는 학대 행위를 의무기록에 기록함 등이 포함됩니다. 각 지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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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권씨 할머니는 글을 몰라 재정을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의 돈 1억여원을 맡겼으며, 아들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가끔 

어머니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10

3개월 전 박씨 할아버지는 딸에게 보청기가 필요하니 병원 

예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예약도 하지 않고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다.

11

중풍에 걸린 오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간호를 부탁하였다. 아들은 

간병인을 고용하였는데 아들 부부 수입의 25%를 간병인에게 

지급한다. 아들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오씨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아들은 가끔 술에 취했을 때, 어머니에게 나도 

친구처럼 저축하고 집도 사고 싶으니 빨리 자살하라고 울면서 

소리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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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하거나 괄호 안에 적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5. 귀하는 현재 65세 이상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의 학력은?

① 전문대졸      ② 4년제 대학 졸   ③ 대학원 이상

7. 귀하의 병원 근무경력은? (      )년 (      )개월

8. 귀하의 현 근무지는?

① 내과 병동       ② 외과 병동    ③ 산부인과 병동    ④ 신경과 병동   

⑤ 신경외과 병동   ⑥ 응급실       ⑦ 중환자실         ⑧ 기타 (            )

9. 귀하의 병원에서의 직위는?

① 일반 간호사     ② 책임 간호사    ③ 수간호사 이상

10. 귀하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10-1로)      ② 아니오

10-1. 노인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을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받으셨나요?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보수

교육, 집체교육 등).

(                                                                                   )

✤ 성실히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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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ing factors on

Nurses’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Cho, Youn Kyoung

Gerontological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n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such as nurses’ awareness of elder abuse

and attitude towards, subjective norm of,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and the study subjects

were 173 nurses who were working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8 to May 2, 2014.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used including total 66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elder

abuse, attitude towards, subjective norm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and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Win22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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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mean score of subjects’ awareness was 71.23 (±5.47) out of 80.

The mean score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39.50(±4.50) of 56, 11.38(±2.11) of 16 and 16.99(±2.82) of 28, respectively. The

mean score of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was 31.77(±.4.57) out of 44.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wareness,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The

regression model on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explained 32.8% of

variance (F=12.955, p <.001) with those variables. Among them, awareness of

elder abuse showed the highest β (.355), followed by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nurses working at a tertiary

hospital had high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When awareness,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were increased, it

indicated the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 was also increased. Therefore,

to promote nurses’ intervention of elder abuse, the educational program for

improving their awareness,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nurses.


Key words : general hospital nurses’, elder abuse, intention of interv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