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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갈등을 매개로 한 노인학대의 경험에 대한
노인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의 인과관계 분석

박봉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학대 인식, 가족지원, 가족갈등 등의 변수들이 노인의 학대경험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후, 이 변수들이 가족갈등을 매개로 하여 노인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검증하는 것이다. 경로모형에서 독립변수는 노인학대의 인식과 가족부양이며,
매개변수는 가족갈등이며, 종속변수는 노인의 학대경험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은 울산
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31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군집표본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조사의 기간은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
과를 보면, 첫째, 가족갈등은 노인의 학대경험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으며, 노인의 학대
인식과 가족지원의 변수들과 학대경험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로 드러났다. 둘째, 노인의 학대인식
과 가족지원은 직접적으로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족갈등을 매개로 하여 학대경
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배경 변수에서 성별이 노인의 학대인식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노인이 여자보다 낮은 학대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학대에 취약할 수 있다. 넷째, 국민기초수급대상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인식의 차이에서 국
민기초수급대상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낮은 학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대경험의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로는 가족갈등이 노인학대의 중요한 예측변수이
므로, 노년기 발달과정과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에서 교양교육의 형태로
노인 부양자와 피부양자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가족갈등, 노인의 학대경험, 노인학대의 인식, 가족지원, 경로모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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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구조적 및 개인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노인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해
결해야 할 필연적 과제이다. 노인문제의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인인구
의 증가, 자연적 노화에 따른 만성적 노인질환, 퇴직 등으로 인한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노년기의 사회적 재적응 등이다. 이러한 문제
의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부양부담의 증가에 따른
계층 간의 소득분배의 악화 현상이고, 개인적 특성의 측면에서의 제한된 자원, 역
할 변화에 따른 재적응의 어려움, 가치관의 차이 등에 의해서 가족 내의 부양자인
성인자녀와 피부양자인 노부모 사이에 갈등현상이다.
특히 노부모 부양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양부담의 증가와 더불어 부
양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Lach &
Phillemer, 1995; Kosberg, 1988). 스트레스란 기본적 욕구(basic demands)를 충족할
수 없을 때 좌절(frustration)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신의 욕망(desires)에 만족할 수
없을 때 갈등의 결과로 나타난다(Humphrey, 1992: 46). 이런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물질적 욕구와 관련된 ‘좌절’과 정서적 욕구와 관련된 ‘갈등’의 복합적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서적 스트
레스에 대한 ‘내성지대(zone of tolerance)’ 혹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Humphrey,
1992: 46). 그러나 정서적 스트레스가 내성의 수준보다 월등히 크거나 자신들이 직
면한 문제에 대처하여 그 문제를 객관적이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없을 때, 학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가족 스트레스가 노인학대의 주요한 촉진 요인임을
주장한다(Aber-Schlesinger & Schlesinger, 2000: 275). 즉 노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역할의 차이(Childs, 1994: 32), 가치관의 차이(Pablo & Braun, 1997: 65; Boxer and
Cook, 1986: 99-100), 제한된 자원(Bergeron & Gray, 2003: 96; 우국희, 2002: 114;
Aber-Schlesinger & Schlesinger, 2000: 274-275; Stearns, 1986: 6-8) 등으로 인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며, 그 결과 부양 스트레스에 의해서 공격적이
고 폭력적인 노인학대의 형태로 나타난다(Carp, 2000: 8).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고, 전문가, 학자,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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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방송매체 등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1998년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법적 조치의 실시 전후를
시점으로 하여, 연구자들이 노인학대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만연성 그리고 원인
등에 대하여 일반대중들 또는 학대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를 평가하거나 실
태조사를 하였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구의 범주들은 노인학대의 요인 및 피해자
와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박미은, 2004; 권중돈, 2004; 고보선․유용식, 2004;
김창기․박일연, 2003; 이연호, 2003; 한은주․김태현, 2000; 한동희․김정옥, 1995),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학대 실태에 대한 연구(김한곤, 2003; 국가인권위원회,
2002; 서윤, 1998), 노인학대의 인식에 대한 연구(우국희, 2002; 박봉길, 2000; 서윤,
2000; 이인수․이용환, 2000; 김한곤, 1998; 이성희․한은주, 1998; 이영숙, 1997; 최
해경, 1993)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노인학대
를 가정폭력의 한 부분으로 학대의 정도와 유형을 다양하고 폭넓게 개념화하였고,
둘째는 학대발생의 원인과 특성을 구분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적인 대처방안을 제
안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학대라는 특수
한 연구주제 때문에 서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학대의 발생이 단순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 정의에 접근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존슨(Johnson, 1995: 220)은 노인학대의 명확한 개념적 정의의 부재현상으로
학대의 예방과 치료의 접근에서도 표준화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기존 노인학대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과학적 표본
추출로 표준화된 노인학대의 개념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
란 유형, 정의, 문화, 시간, 공간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Pablo & Braun,
1997) 단지 노인학대의 연구가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개념적 정의를 추구할 때, 그
연구는 또 다른 새로운 정의 혹은 개념을 산출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겠다.
인식이란 “한 개인이 특별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 혹은 신념을 표현하는 것
으로서 주변의 어떤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한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다(Alcock et al.,
1988: 235). 이러한 인식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적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몇 가지의
기본적 상황을 전제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부양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정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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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자인 노인의 학대 경험의 정도, 사회 구조적 현상과 개인적 특성에 의한 사
회문제로서의 가족갈등을 동시에 고려한 노인학대의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의 인식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노인 당사자들의 학대인
식의 효과에 대한 방향성을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학대인식의 정도와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직접적 피해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학대에 대한 생각이 학대를 경험한 노인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노인에
따라서 가족지원, 가족갈등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입과 예방 전략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선행연구에서 노인학대의 경험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변수, 즉 노인학대 인식, 가족지원, 가족갈등 등의 변수들이 노인학대
경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며, 둘째, 이 변수들이 가족갈등을 매개로
하여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검증해보자 한다.

II. 선행 연구
1. 노인 학대의 연구 경향
최근까지의 노인학대의 접근방법은 연구를 통하여 지식의 축적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을 평가하고, 실천방향에 대한 개입전략을 구성하는 등 그 범위와 속도의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
인학대”라는 용어에 대한 표준적이며 종합적인 정의가 없다(Johnson, 1986: 168).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노인학대의 문제를 간단하고 명
확하게 정의하고자 ‘본질적 정의(intrinsic definition)’의 문제로 개념화하려고 노력
했다. 예를 들면, 오멜리, 시걸, 페러즈(O'Malley, Segel, and Perez) 등은 노인학대
의 본질적 정의를 “신체적 고통의 의도적 침해, 상해 혹은 쇠약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 정신적 및 신체적인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양자에 의해서 바람직하
지 못하게 제한 혹은 착취당하는 것”이라고 했다(Hudson, 1986: 15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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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멜리, 시걸, 페러즈 등은 학대조건을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상해”로 간단
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자가 중요
한 욕구를 해결하지 않는 것”을 방임으로 새로운 정의를 발전시켰다(Hudson, 1986:
153에서 재인용). 일반적 용어에서 볼 때, 학대란 ‘작위적 행동(act of commission)’
이며, 방임이란 ‘부작위적 행동(act of omission)’으로써 학대, 방임, 혹은 착취 등의
행동은 발생의 빈도, 기간, 강도, 심각성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Wolf, 2000).
반면에, 존슨(Johnson, 1986: 168)은 노인학대의 문제를 포괄적 관점에서 정의하
였다. 즉 존슨은 노인학대란 그 범위가 너무도 넓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
에 학대의 정의를 오히려 추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이고 폭넓은 본질적
정의를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존슨(Johnson, 1986:
180-193)은 노인학대의 정의를 첫째 폭넓은 의미의 본질적 정의, 둘째 학대행동 표
현에 따른 비본질적 정의, 셋째 학대행동 표현의 강도와 밀도에 따른 비본질적 정
의, 넷째 학대 혹은 방임의 적극성과 수동성에 따른 인과적 정의 등 네 가지의 단
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학대 유형의 개념적 정의와 표현의 강
도(빈도와 심각성) 및 밀도(학대의 다양한 유형)를 나타내고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부양자의 의도가 학대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노인을 의존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며, 의존적이지 않은 노인이 학
대를 받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다. 만약 사회가 노인학대에 대한 책임이 노인 희생
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희생자는 학대의 사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대의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적절한 개입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 이러한 범죄를
되풀이하기 쉽다(Back & Lips, 1998). 따라서 학대에 대한 연구는 피부양자를 포괄
적으로 포함한 연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전길양․송현애(1997)와 이성희․한은주(1998)는
노인학대를 발생의 빈도, 기간, 강도 등에 따라서 측정하고 있으나, 방임, 유기, 학
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혼합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들의 노인
학대의 개념은 심리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재정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방임, 신
체적 학대 및 유기 등이다. 김한곤(1998)은 부양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인식의
정도를 언어적 및 육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치 등의 네 가지 유형
으로 조사하였으나 빈도와 발생기간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결과이다. 서윤(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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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개념을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학
대, 방임, 자기방임, 기타 학대와 홀대의 다양한 분류법을 제시하였으나, 사회복지
사를 중심으로 학대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학대경험의 지속성, 즉
빈도 및 기간에 대한 수치적 측정에 한계가 있다. 권중돈(2004)은 노인학대의 개념
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 심
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이며, 광의의 개념은 방임과 자기방임을 추가적으로 포함하
여 그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나 발생의 빈도, 기간, 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학대는 연구자 마다 다양한 접근법을 가지고 연구
되어지고 있다. 학대란 수용할 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어떤 사회의 구성을 반
영하는 현상이며, 또한 가치와 규범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수용
할 수 있는 행동의 인식도 매우 다양하다(Hudson & Carlson, 1998). 그러므로 노인
학대는 다른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다른 규범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대를 인식
하는 방법 역시 다를 것이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이해
한다는 것은 노인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
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노인학대 인식 및 가족지원과 가족갈등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생각, 인식, 경험은 노인학대에 대한 정보와 분류체계
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입과 훈련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Moon & Williams, 1993: 386). 현상학적 관점에 의하면(Stewart & Mickunas, 1974:
100),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현상을 경험하는 방법은 유기체와 경험한 사건 사이의
인과적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인식은 단순히 유기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과정이다. 어떤 사회적 구성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된 사건에 대
해서 감각자료를 통하여 의미를 가지고, 조직하고, 종합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따
라서 인식이란 항상 어떤 것을 인지하는 의도적인 것이다. 인식은 의식적 행동이며
인식된 사건과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어떻
게 학대를 정의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학대에 관한 인식은 학대사건의 신고, 가
해자의 고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Maynard & Wiederma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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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들이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자신의 노부모의 욕구를 인식하고 있고,
그들의 부모가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거
나 요구할 때 결국 자녀와 노부모 사이에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의 결과가 발
생한다(Cicirelli, 1986).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자녀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노부
모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한 성인자녀 스스로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
다고 생각할 경우에 노부모들은 학대 혹은 방임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Cicirelli,
1986). 시시렐리(Cicirelli, 1983)는 부양자인 자녀와 피부양자인 부모 사이에 부양의
중요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피부양자인 노인은 보호, 교통편의 제공,
관공서의 일, 책을 읽어 주는 것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밝히고 있으나, 부양자인
성인 자녀들은 교통편의 제공, 개인적 보호, 집안 일, 심리적 지지 등의 순서로 나
타내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서비스를 부모에게 강
요하거나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욕구를 무시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부
양자인 자녀와 피부양자인 노인 사이에 갈등과 부정적 감정이 결과를 초래한다.
즉 성인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결과로
인하여 부양자들은 우울감의 증가와 신체적 건강의 악화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증가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Strawbridge et al., 1997). 물론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이 학대의 선행적 요인인지 결과의 요인인지 알 수 없으나(Hudson, 1986), 부양
의 상황에서 노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부양자들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그냥 참는 등
의 소극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없고, 그 결과 부양
자의 스트레스는 노인에게 심리적 학대 및 방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
다(이성희․한은주, 1998). 즉 부양자의 대처기술의 부족과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의
부양인식에 대한 차이 등과 같은 노인부양의 내적 및 외적 요인은 노인학대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양자들은 노인부양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나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노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대의 증감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
나 명확한 예측인자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족갈등의 정도에 따른
노인의 학대경험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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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학대 인식, 가족부양 및 가족갈등과 노인학대의 경험
일반적으로 개인의 학대인식은 학대행동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
친다. 예를 들면, 호웨(Howe et al., 1988) 등은 개인의 학대경험이 개인의 학대인식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학대경험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보다 덜 학대경
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보다 유해한 벌칙적 반응에 쉽게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
다(Zaidi et al., 1989). 따라서 노인들이 학대경험을 많이 할수록 학대의 상황에 쉽
게 적응하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약하며, 그 결과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
대를 경험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인맨(Steinman, 1979)은 노인들이 성인자녀로부터 지원을 요구할 때 발생하
는 갈등의 유형을 지속적 갈등(continuing conflicts), 재개된 갈등(reactivated
conflicts), 새로운 갈등(new conflicts)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지속적 갈등은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항상 존재했으며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이다. 재개된 갈등
이란 초기에는 부모-자녀 간에 갈등이 있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서로 독립적
으로 생활하는 기간에서는 갈등적 관계가 문제시 되지 않았으나 노부모를 지원하
는 과정에서 접촉의 빈도가 좀 더 높아질 때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갈등이
란 부모의 노화과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갈등이 해결
되거나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부모가 지원을 요구할 때 가족관계
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그 결과 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겠다.
시시렐리(Cicirelli, 1983: 821～822)는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의 의존
성, 부모와의 가족갈등 등의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현재의 가족지원
행동과 미래의 가족지원을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 근거한 인과적 경로 모델
로 검증하였다. 즉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긍정적인 애착관계에 있을 경우에, 성인자
녀는 노부모에 대한 애착감과 효도가 강하고 자녀에게 노부모의 의존성이 클수록
노부모를 더욱 자주 찾아뵙거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부모와의 갈등은 부모에
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에게 현재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애착행동을 표현하고, 더 강한 애착감을 가지고, 부
모와 갈등이 적을수록 자녀들은 미래에 노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으로 헌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자녀가 노부모 부양 혹은 가족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느
낌(참을성이 없음, 좌절감, 노여움, 괴로움, 분개, 분노 등)을 가지는 경우에, 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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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모의 의존성, 갈등 등이 증가할 때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였다. 노인의 의존성
과 가족지원이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의존적 노인들에게 부양을 제
공할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부양이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다. 부양
이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이 주어질 때, 가족구성원은 부양부담에 압도당한다
(Naleppa & Reid, 2003: 312). 이러한 노인 부양책임은 가족의 생활, 여가시간, 직
업, 재정,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부양자 및 피부양자 등에 영향을 미친다. 부양자
의 정서적 부담은 비탄, 분노, 불안, 죄의식, 우울, 당황, 변경된 가족의 역동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Mellins et al., 1993). 피부양자의 조건이 악화되고 부양 제공이 증가
되어 더 많은 부양 서비스가 필요할 때, 부양자는 점차적으로 더욱 더 긴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긴장은 가족 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갈등적 관계를 이룬다.
스트레스와 학대의 위험은 또한 매우 긴장된 대인간의 관계력(과잉행동 혹은 부
적절한 친밀감)이 있는 가족에서 증가할 수 있다(Ambrogi & London, 1985). 재정,
장기간의 질환 혹은 알코올 중독과 같은 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노인학대의 위험성
이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정폭력의 요인이다(Giordano &
Giordano, 1984). 즉 경제적 수준과 고용상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
다(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김한곤(2003), 이연호(2003), 이성희․한은주
(1998) 등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많이 할수록 학대에 노출된다고
했다. 또한 박미은(2004: 110)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우울하고, 평소에 음주를
하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의 개념적 연구보다는 학대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가족부양의 정도에 따른 가족갈등과 피부양자의 관계에서 검토하고 노인학대의 원
인을 나타내는 가족지원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4. 가족갈등과 노인학대의 경험
국가인권위원회(2002)는 한국노인의 전화와 함께 전국 1349명의 노인을 상대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10명(37.8%)이 1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했으며, 2회
이상은 126명(9.3%), 3회 이상은 157명(11.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학
대의 가해자로는 아들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가 39.9%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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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직계비속이 대부분이었다. 이 처럼 한국적 상황의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발생한다. 노인학대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가정 내에서 거주하는 노
인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가해자는 대부분 잘 아는 사람이거나 의존적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다. 노인학대의 가장 일반적인 가해자는 희
생자의 가족 구성원이다(Young, 2000). 스튜아트(Stuart, 1980)에 의하면, 결혼후기의
가족 갈등원인은 부모를 위한 책임, 생계유지, 경력, 친척, 여가활용과 같은 외부의
요인에 있다. 가족갈등의 정도와 폭력의 발생 간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폭력의 발생 비율이 약 16
배 이상이다(권진숙, 2004에서 재인용).
갈등이란 관계유지와 개인적 이득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곳에 비중을 두는
가에 따라서 갈등의 방향이 다르다(Mouton & Blake, 1979). 스테인맨(Steinman,
1979)에 의하면, 노부모와 갈등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네 가지의 부양유형을 제시하
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부양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참으면서
부양과 갈등의 순환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도한 열정적 접근자(overzealous
approacher)”이다. 두 번째의 유형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매 혹은 다른 친척
에게 부양하도록 하거나, 전혀 부양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와의 갈등과 부양책임
을 회피하는 “적극적 회피자(active avoider)”이다. 세 번째 유형은 부모 부양에 있
어서 고전적 접근회피를 하는 “우유부단자(vacillator)”이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부
양을 하지만, 그러나 갈등과 부정적 감정이 발생할 때 부양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전
환한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회피의 반응으로 갈등과 부정적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
시 부양한다. 네 번째 유형은 부모와의 갈등의 원인을 알고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건설적 접근자(constructive
approacher)”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노인부양은 건설적 접근자와 과도한
열정적 접근자(비록 어떤 점에서 소진을 하게 되어 부양의무를 지속할 수 없을지라
도)에 의해서 학대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극적 회피자는 노인과의 갈등으
로부터 부양자 자신의 고통 받는 부양상황에서 단순히 쉽게 벋어나려고 노력함으
로써 노인을 학대하거나 노인들의 욕구를 무시함으로써 방임하게 된다.
일부의 연구자들(이영숙, 1997; 한동희․김정옥, 1995; Baumhover & Beall, 1996;
Bennett & Kingston,1993; Brody, 1985)은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와 상황적 요인을
함께 규명하는 것이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사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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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가정 내의 구조적, 상황적 특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학대자
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취약한 가족구성원, 즉 그들의 노인에게 직접적인 학대 행위
를 한다(Phillips, 1986). 이러한 가족적 상황은 첫째,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나쁜
건강, 정신적 장애, 행동적 문제(예를 들면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부양자에
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은 노인에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재정적
어려움(적절한 부양을 제공하기 위한 실직, 부양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고립, 환경
적 문제(주택) 등과 같은 가족 내의 구조적 문제이다. 셋째는 생활의 위기, 부양으
로 인한 소진 등과 같은 부양자에 관련된 스트레스이다. 코스버그(Kosberg, 1988)는
부양자에 대한 가족의 지지 부족, 부양자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꺼려함, 집안의
혼잡함, 가족의 소외,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재정적 고란 등의 가족적 상황에서 학대
가 발생한다고 했다. 라스본-멕큐안(Rathbone-McCuan, 1980)은 장기간 가족 상호간
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세대간에 갈등이 노인학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다고 했다. 또한 노인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학대의 가
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는 노년기의 중요한 변화와 더불어 가족
과의 관계를 통한 노인들의 삶에서 발생한다.

III. 연구 방법
1. 가설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한 것처럼 노
인학대 인식, 가족지원, 가족갈등 등의 변수들이 노인학대 경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후, 이 변수들이 가족갈등을 매개로 하여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검증해보자 한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1

노인학대 인식은 가족갈등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1.2

가족지원은 가족갈등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2.1

노인학대 인식은 학대경험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2.2

가족지원은 학대경험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2.3

가족갈등은 학대경험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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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설적 인과모델
* 번호는 가설을 의미하며, +/-기호는 변수 간의 관계를 의미함

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2003년
10월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4개구(중구, 남구, 북구, 동구)와 1개 군(울주군)에서
총 50,547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외곽에 해
당하는 북구와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구(중구=11,450명, 남구=13,100명, 동구
=6,089명)에 거주하는 총 30,639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 1%인 310명을 조사하였
다. 조사대상 지역 내에서 조사대상 노인을 선정한 표본추출방법은 각각 3개 동을
단순무작위로 선택한 후 남구에서 132명, 중구에서 116명, 동구에서 62명을 선택한
체계적 군집표본추출법이다. 조사원은 각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사에게 구조화된 설문지의 내용에 대하여 훈련을 시킨 후 사회복지사들이 할당된
표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글을 읽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읽어주었고, 자기기
입이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기간은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었다.
3. 측정도구
1) 노인 학대 인식 척도
노인학대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스톤(Stones, 1994)에 의하여 개발된 노인학
대 조사도구(EAST: Elder Abuse Survey Tool)를 사용했다. 스톤(Stones)의 노인학
대 조사도구는 학대의 정도와 유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도구는 노인
학대를 신체적 학대, 물질적 학대, 권리침해, 수동적 및 능동적 방임 등의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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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의 학대 사례를 5점 척도(전혀 학대가 아니다=1, 매우 심하게 학대하는 편
이다=5)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점수 범위는 최하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
톤(Stones)의 노인학대 조사도구는 요인 분석에서 67%의 분산값과 0.92의 높은 내
적 신뢰도(Cronbach's Alpha)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0.94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 가족지원 척도와 가족갈등 척도
가족지원 척도와 가족갈등의 척도는 1985년에 매사추세츠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의 조사연구센터와 뉴햄프셔대학(University of New Hampshir)의
가족연구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노인과 가족관계 척도 중에서 우리의 문화에
적절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였고,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가족지원과 가족갈
등의 범주로 나누고 그 범주에서 유형별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들 척도
는 조사대상 노인들에게 최근 6개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빈도수를 중심으로 응답
하게 했다.
가족지원 척도는 7개 문항(재정적 지원, 음식장만 혹은 빨래, 집수리, 교제 혹은
사회적 활동, 본인을 돌봄, 교통, 주택)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면 0점’, ‘다소 지원을 받으면 1점’, ‘전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2점’으로 하였다.
따라서 최근 1년간에 걸쳐서 가족지원 점수가 높으면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부양과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의 범위는 최하가 0점에서 최고 14점이다. 내
적신뢰도는 0.8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
가족갈등의 척도는 7개 문항(금전 지출의 문제, 집안정리 문제, 자녀관계 문제,
다른 친척과의 관계문제, 음식문제, 피부양자의 음주문제, 친구와의 관계문제)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최근 1년간 몇 회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응
답하게 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전혀 없음=0’, ‘한번=1’, ‘2～10번=3’, ‘10번 이상=4’
로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최하 0점에서 최고 2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과 부양자 간의 갈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내적신뢰도는 0.63으로 비교적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416

❙ 노인복지연구 통권 28호

3) 학대경험 척도
학대경험 척도는 핀켈홀과 필레머(Finkelhor & Pillemer, 1987)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조사대상 노인이 65세 이후에 학대의 경험유무에 먼저 응
답하게 한 다음, 그 발생의 빈도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물질적 학대, 방임 등에 대하여 각각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는 ‘한번=1’, ‘2～10번=2’, ‘10번 이상=3’으로 하였고, 그
리고 학대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0점에
서 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의 횟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핀켈홀
과 필레머의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가 0.68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0.83으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나타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s 11.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배경변수와 학대인식 및 학대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평균비교를 하였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상관관계분석을 하
였고, 종속변수(학대경험)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서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가설
적 인과검증을 하기 위해서 Amos 4.0을 사용하여 독립변수(학대인식과 가족부양)
와 종속변수(학대경험) 그리고 매개변수(가족갈등)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또
한 학대경험에 대한 가족갈등의 매개효과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상
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IV. 조사결과의 분석 및 논의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성별(t=-2.05,
p<.05)과 국민기초생활수급유무(t=-3.43, p<.001)가 학대의 인식 및 학대경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적 배경변수인 종교유무, 배우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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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도, 연령별 집단의 변수는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와 다르게 평균치 차이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노
인의 성별분포는 남자 노인이 32.9%를 차지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67.1%를 차지하
여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서도 남자노인이 전체평균 68.86보다 2.59점 낮은 66.27이며, 여자노
인은 전체평균보다 1.21점 높고 남자노인의 평균값보다 3.8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학대경험의 빈도에서는 남자노인이 1.24회로 여자노인의 0.99회보다 0.25회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있어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박미연, 2004)는 기존의 연구
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부양기대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난 이연호(2003)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인들이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학대에 노출되기 쉬울 것이다.
조사대상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인식에 대한 평
균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수급대상노인의 노인학대의 인식정도는 60.49점
으로 일반노인의 69.92점보다 9.43점 낮았고, 학대경험의 횟수에서도 일반노인은 최
근 1년간 0.86회 이었으나 국민기초수급대상 노인은 일반노인보다 3배 정도가 많
은 2.71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기초수급대상 노인이 노인학대의 인식에서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은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학대의 상황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박미연, 2004)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
수급대상노인이라는 특성상 자녀 혹은 부양자와 유대감이 낮기 때문에 학대에 취
약하고 학대의 발생에 쉽게 노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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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학대인식점수
구분

평균

SD

학 대 경 험
평균 SD

없음

있음

(68.86) (15.60) (1.07) (2.58) (n=230)
성별

남(n=102, 32.9%)

66.27 14.80 1.24 2.83 74(32.2%) 28(35.0%)

여(n=208, 67.1%)

70.13 15.86 0.99 2.46 156(67.8%) 52(65.0%)

t값,
종교

배우자

(n=80)

χ2

-2.05*

0.80

0.22

있음(n=220, 71.0%)

69.78 15.49 1.01 2.50 164(71.3%) 56(70.0%)

없음(n=90, 29.0%)

66.60 15.72 1.20 2.79 66(28.7%) 24(30.0%)
-1.64

0.58

0.05

t값, χ2
있음(n=93, 30.0%)

68.88 15.48 1.11 2.80 71(30.9%) 22(27.5%)

없음(n=217, 70%)

68.80 15.95 1.05 2.49 159(69.1%) 58(72.5%)

t값, χ2
일반노인(n=275, 88.7%)

0.05

-0.177

0.32

69.92 15.46 0.86 2.37 213(92.6%) 62(77.5%)
기초수급
기초생활보장노인(n=35, 11.3%) 60.49 14.26 2.71 3.50 17(7.4%) 18(22.5%)
대상유무
-3.43**
4.11**
13.53**
t값, χ2
한글 이해 못함(n=125, 40.6%) 69.36 16.95 0.83 2.06 96(42.1%) 29(36.3%)
한글 이해함(n=71, 23.1%)

68.65 13.84 1.89 3.87 50(21.9%) 21(26.3%)

초등학교(n=78, 25.3%)

67.67 15.98 0.85 1.91 55(24.1%) 23(28.8%)

교육
정도

중학교(n=17, 5.5%)

68.88 12.83 0.94 2.75

15(6.6%)

2(2.5%)

고등학교 이상(n=17, 5.5%)

70.00 13.94 0.65 1.12

12(5.3%)

5(6.3%)

2.34

3.37

66.45 14.23 0.86 2.12

38(16.5)

13(16.3)

70～74세(n=78, 25.2%)

69.62 15.82 0.97 2.34

57(24.8)

21(26.3)

75～79세(n=73, 23.5%)

69.56 16.72 1.25 2.63

50(21.7)

`23(28.8)

80세 이상(n=108, 34.8%)

68.97 15.37 1.11 2.92

85(37.0)

23(28.8)

연령

F값, χ2
*p<.05

0.17

F값, χ2
65～69세(n=51, 16.5%)

**p<.001

0.52

1.79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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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가족갈등과 학대경험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1)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경로분석에 앞서 사용될 주요변수들에 대해, 회귀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의 피어슨(Pearson's) 상관
계수를 구한 결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50을 넘지 않으므로 경로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2> 참조). 또한 관련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변 수

학대인식

학대인식

1.000

가족지원

.113*

1.000

가족갈등

-.135*

-.209**

1.000

학대경험

-.087

-.149**

.471**

1.000

평

균

68.86

5.67

.64

1.07

표준편차

15.60

4.20

1.54

2.58

*p<.05

가족지원

가족갈등

학대경험

**p<.001

2) 가족갈등과 학대경험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표 3>의 첫 번째 회귀식에서 입력된 2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약 6%로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가족갈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들로, 가족지원(β=-.197,
p<.001)과 학대인식(β=-.113, p<.02)으로 드러났다. 가족갈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
한 변수는 가족지원으로 노인들이 부양자로부터 가족의 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그
리고 학대인식이 낮을수록 가족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과 1.2는 지지되었다.
노인들의 학대경험의 변수에 대한 3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약 23%로 나타났
다(F=29.584, p<.001). 3개의 독립변수 중 단지 가족갈등(β=.458, p<.001)이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갈등이 높을수록 노인의 학대경험의 정도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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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3은 지지되었지만, 가설 2.1과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노인학대의 경험의 경로모델에서 학대인식, 가족지원, 가족갈등의 변인들이 간접
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이 노인학대의 경험에 직
접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또한 이 모델에서 가족
갈등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드러나, 가족갈등이 노인학대의 선행요인이라는 사
실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지되지 않은 가설 2.1과 2.2는 부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가설 2.1과 관련된 노인학대의 인식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인식의 정의에 따른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이란 그 자체에 의해서 노인학대의 경험과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예를 들면, 가족갈등-에 의해서 상황적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지원의 변수는 단순한 도구적 수단에 의해서 학대경험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및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에 학대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3> 가족갈등과 학대경험에 대한 회귀분석

가족갈등

학대경험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B

β

학대인식

-.011*

-.113

-0.001

-.020

가족지원

-.072**

-.197

-0.003

-.051

.769**

.458

가족갈등
상수

1.811

.984

설명량( R 2)

.056

.225

F

9.180**

29.584**

*p<.02

**p<.001

<그림 2> 노인학대의 경험에 대한 경로모델[표준화계수]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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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학대경험에 대한 가족갈등의 매개효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 학대경험의 전체 인과효과의 크기는 가족갈등
(β=.458)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의 경우, 노인의 학대경험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지만, 가족갈등을 통한 간접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표 4> 참조). 즉 학대인식은 가족갈등을 통하여 노인의
학대경험에 미치는 간접효과(β=-.052)가 직접효과(β=-.020)보다 크며, 이러한 간접효
과가 전체 인과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2% 정도 된다. 즉 학대인식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인의 학대경험을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가족갈
등을 매개로 학대경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지원의 변수가
가족갈등을 통하여 노인의 학대경험에 미치는 간접효과(β=-.090)가 직접효과(β
=-.050)보다 크며, 이러한 간접효과가 전체 인과효과에 차지하는 비율이 64%이다.
이 또한 가족지원의 변수가 스스로 직접적으로 노인의 학대경험을 증가시키지 못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가족갈등을 매개로 학대경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이 노인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표 4> 노인학대 경험의 경로분석 인과효과

독립변수

전체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학대인식

-0.072

-0.052(72%)

-0.020

가족지원

-0.141

-0.090(64%)

-0.051

가족갈등

0.458

-

0.458

( ) : 전체효과에 대한 간접효과의 비율

이상의 결과에서 가족갈등이 노인학대의 매개변수로서 어떤 다른 변수보다 노인
학대의 경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가족갈등과 노인학대
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밝힌 많은 선행연구에서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Aber-Schlesinger & Schlesinger, 2000; 이성희․한은주, 1998; Cicirelli, 1986;
Hudson, 1986; Ambrogi & London, 1985). 한편, 노인의 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이 가
족갈등을 매개로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대인식이 낮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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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가족지원이 낮을수록 노인들의 가족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는 기
존의 연구주장(Strawbridge et al., 1997; Cicirelli, 1986)과 일치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이 노인의 가족갈등과 노인학대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를 보면, 첫째, 가족갈등은 노인의 학대경험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으며,
노인의 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의 변수들과 학대경험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로 드러났
다. 둘째, 노인의 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은 직접적으로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족갈등을 매개로 하여 학대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자녀 간의 부양에 있어서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가족지원의 인식의
차이로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Cicirelli, 1986)와 일치한다. 셋째, 일
반적 배경 변수에서 성별이 노인의 학대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남자노인이 여자보다 낮은 학대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
할 수 있다. 넷째, 국민기초수급대상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인식의 차이에서 국민
기초수급대상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낮은 학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대경험
의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
인부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는 부양자의 노인부양을 위한 자원결핍의
문제와 더불어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의 노년기 재적응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표출
되는 생애주기의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의 인식과 가족지원
이 학대경험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갈등을 통하여 학대에 노출되
기 때문에, 노인세대의 가족갈등에 대한 다양한 요인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가족갈등이 노인학대의 중요한 예측변수이므로, 노
년기 발달과정과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에서 교양교육의 형
태로 노인 부양자와 피부양자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 1차적 집단(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노인부양을 위한 개입방법은 다른 집단의 학
대보다 탐색이 어려운 노인학대의 사전 탐색과 예방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절

가족갈등을 매개로 한 노인학대의 경험에 대한 노인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의 인과관계 분석 ❙

423

약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국민기초수급대상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
이뿐만 아니라 학대경험의 차이는 놀라운 정도로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수급대
상노인의 경우, 낮은 학대인식과 낮은 가족지원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갈등의 빈도
가 더욱 심화되어 다른 노인인구 집단보다 더욱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노
인학대의 대처방안은 두 가지 방향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제도적 차원
의 예방과 더불어 이미 학대에 노출된 노인인구를 위한 치료적 개입방법 및 절차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최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학대예방을 따로 규정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서에서 볼 때, 공적인 법적개입보다 비공식
적 개입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예방 및 사후처리는 보다 신속하고
비공식적인 편안한 상황에서 해결과 예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일부분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표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의 도
심을 중심으로 한 3개 구를 중심으로 체계적 군집표본으로 가능한 오차를 줄이고
자 한 장점도 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농촌지역이 표본에서 제외되
었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가족갈등과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양자의 인식 및 부
양태도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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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a Cause-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and Family Support and Incidence
of Elder Abuse Mediated by Family Conflict

Bong-Gil Park
Affiliate Prof., Dept. of Social Welfare, Korea Christian University

This study tests the path model which examines how the variables of elderly people's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family support affect family conflict, which, in turn,
influences elder abuse. In the path model, independent variables are elderly people's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family support; the family conflict was used as the
mediated variabl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incidence of elder abuse. Three-hundred
ten subject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systematic cluster sampling methods from
October 1, 2003 to October 31, 2003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family conflict was regarded 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abused elderly people. Second, elderly people's perception of elder abuse and family
support indirectly influenced elder abuse only through expressions of family conflict.
Third, this study indicat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spondents' age and

perceptions of elder abuse. Fourth, there wa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elders
receiving public assistance and elders in the general community in terms of perceptions
and frequency of elder abuse. Conversely, public assistance recipient elders have been
shown to experience more frequent abuse than the general community of elders; lower
levels of perceived elder abuse correlated worse with incidence of elder abuse. In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providing a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to reduce family conflicts related to their older parents.
key words: family conflict, incidence of elder abuse, perception of elder abuse,
family support, path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