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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는 글
인지증의 주 증상은 기억장애, 시공간능력장애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이지만 수반하는
정신증상이나

문제행동은 다양하다. 선망, 배회, 망상, 이식(異食), 흥분, 폭력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 易怒性 흥분, 폭력은 공격적 행동으로 불려진다. 공격성이나 초조(焦燥)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증 중기에 보이는 증상이다. 고령자 시설에서 인지증환자의 폭력이나 공격성은 직원의
수발부담감을 증대시키고 직장의 노동환경을 악화시켜(Malone et al, 1993) 수발자의 입소자에 대한
신체구속(사이토우 등, 2001) 이나 학대의 요인이 된다.(shaw.)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환자자신의
공격성을 강화시켜(Karlsson et al, 2001; Ryden et al, 1991) 환자나 직원, 가족의 QOL 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된다. 그러나 수발자의 스트레스나 소진은 환자의 공격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인지증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낮은 공감성(共感性)이 관계한다는 보고도 있다. (Astrom et al,
1990 ; 1991)
Nakahira et al, (2005)에 의하면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직원의 89.5%가 인지증 고령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이 있다. 또한 Schreiner et al, (2000)의 연구에서도 일본과 미국의 고령자 시설에서의
폭력의 발생 빈도에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인지증 환자의 공격적 행동을 받은 직원, 수발자 들은 항상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스트레스나 분노,
슬픔, 우울상태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느끼고 업무에의 의욕저하나 케어에 대한 질의 저하를
가져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직(離職)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인지증 고령자의 공격적
행동을 받고 있는 직원의 스트레스 인지가 단기적인 결과로서 소진 증후군이라는 스트레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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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결과로서 이직이라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본 연구의
개념 틀「공격적 행동을 하는 인지증 고령자케어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모델」을 작성했다. (표 1)

* 표 1 공격적 행동을 하는 인지증 고령자 케어에서의 스트레스 모델

이 연구에서는 인지증 고령자의 공격성에 대한 수발자의 태도와 소진 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인지증 고령자의 공격성에 대한 직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의
가능성에 대해 제언한다.

Ⅱ방법
1) 조사대상
이 조사는 2005 년 4 월 A 노인성인지증치료병동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비확률적 표본추출에
의해 선택한 노인성 인지증 치료 병동의 직원 중에서 참가동의를 얻은 20 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공격성에

대한

태도척도(Attitudes

Toward

Aggression

Scale:ATAS

일본어판)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 MBI 일본어판)을 배포했다. 동시에 연구의 취지, 앙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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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입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했으며, 통계적으로 사용할 것과 조사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면으로 설명했다. 회답을 주는 것으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참가의 동의를 얻어 기재사항에 결함이 없었던 20 명을 분석대상(회수율 100%) 으로 했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직원의 소진경향,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직원의 기본속성, 신체적 및
언어적인 공격적 행동의 사례를 각각「케이스①」「케이스②」를 설정하여 이것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질문 항목으로 했다. 내용은 개인정보 : 연령, 성별, 직종, 직업연수, 직장연수, 환자로부터
공격받은 경험의 유무, 환자로부터 공격을 받은 빈도, 공격적 행동의 장면의 사례에 대한
태도척도(ATAS), 소진척도(MBI)로 했다.
3) 용어의 정리
⑴「공격적 행동」은 타인이나 물체, 자신을 향해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것이 명백하고(반드시
의도적이지는 않다),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행위라고 정의했다. 「공격에 대한 태도척도, ATAS」는
환자의 공격성에 대한 대응방법,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Attitudes Toward Aggression Scale;
ATAS)이다. Jansen, et al 이 작성한 척도의 영어판을 Nakahira 가 일본어로 번역하여 내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개정한 것이다. ATAS 는 불쾌 7 항목 (1, 3, 5, 8, 11, 14, 16 번), 커뮤니케이션
3 항목(2, 6, 17 번), 파괴 3 항목(9, 12, 13 번), 방어 2 항목(10, 18 번), 침입(투)적 행위 3 항목(4, 7,
15 번)의 5 개의 하위항목, 계 18 항목으로 되어 있다. 회답방식은「대단히 찬성」5 점에서「대단히
반대」1 점으로 배점하고 환자의 공격을 긍정적으로 보는 하위항목「커뮤니케이션」「방어」에
관해서는 배점을 그 반대로 했다. 각 항목에서는 고득점일수록 환자의 공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⑵「소진증후군」 은 “넘치는 충실 감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던 사람이 소진되어 버린 것처럼
갑자기 무기력해진 상태나 증후군” 으로 정의한다.
「소진 척도, MBI」는 Maslach 와 Jackson 의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사용했다.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피곤해짐 등의「정서적 피폐」9 항목(1,2,3,6,8,13,14,16,20 번),
환자에 대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5 항목 (5,10,11,15,22 번),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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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성취했다 등「자기성취」8 항목(4,7,9,12,17,18,19,21 번)의 3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22 개
항복이다. 회답방식은「없었다」1 점에서「매우 많았다」를 3 점으로 배점하고「자기성취」항목에
관해서는 배점을 그 반대로 했다. 고득점일수록 소진 경향이 있는 것이 된다.

4) 분석방법
데이터분석에는 통계소프트 spss10. oj for windows 를 사용했다. ATAS 의 총득점 각 항목의
득점과 MBI 의 하위 항목 총득점과의 관계를 ANOVA 의 Non - Parametric 방법인 Kruskal wallis 의 H 검증을 사용하여 비교했다.

Ⅲ 결과 및 고찰
20 명 전원이 무엇인가 공격적 행동을 경험했다. 신체적, 언어적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응 방법을 취한 직원은 소진 경향이 있다. 공격에 대한 태도 척도 ATAS 의 하위 항목에 있어서
소진 척도 MBI 와의 사이에 가장 강한 관계성을 시사하는 것은 불쾌감이며 공격적 행동을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자에 대해서 사람과 같이 많다는 태도를 취하는 등의 이인화(離人化)
경향이 있으며, 가장 소진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상의 결과 Astrom et al(1990; 1991)의 인지 증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낮은 공감성을
나타낸 직원은 소진 되기 쉽다. 라고 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표 참조) Astrom et al. 본
연구에 의한 지견(知見)은 직원의 소진 방지책의 일환으로 인지 증 고령자의 공격성에 대한 직원의
태도변화를 촉진하는 방책(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소진을 방지하는 직장환경에는
직원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폭력의 피해를 받은 직원을 지원하고 환자의 폭력에 대한 개입에 대해
함께 배워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결하다. 더 나아가 환자의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인 직원의
태도변화를 촉진하는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그 프로그램의 실시에서는 직원간의
동료성을 강화하고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폭력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직원을 부정하지
않는 교육과 직장환경이 중요하다.

290

1. 동료성을 중시한 학습 커뮤니티 형성
공격성 연구에서는 환자로부터 폭력이나 공격을 받은 직원은 타 직원의 공감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비난 받거나(Gats et al, 1999),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 것(Hellzen et al,
1999)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폭력을 받은 직원은 기분을 표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위로부터 도
차가운 시선과 이해를 받지 못하고 고립무원감(孤立無援感)을 품게 된다. (스즈키& 이시노, 2005)
또한 소진 증후군의 연구에서는, 소진이 개인의 특징보다는 환경인자에 영향을 받기 쉽고 직장의
심리적, 대인요인이 소진증후군에 월등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나오카, 1988) 따라서
소진을 방지하는 직장환경에는 직원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폭력의 피해를 받은 직원을 지지하고,
환자의 폭력에 대한 개입에 대해 함께 배워가는 관계가 불가결하다.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동료성(collegiality)이라고 부르며, 교사의 소진방지의 수단이 된다고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동료성의
개념은 교육학뿐 아니라 경영학, 간호학 등에서도 건전한 학습 커뮤니티 구성요소로서 현재 주목
받고 있다. 학습 커뮤니티는 이러한 동료성을 중시하고 멤버간의 학습활동을 환기, 촉진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安藤, 2004) 현장의 필요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태동하여
자발적인 참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멤버의 동기는 높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학습커뮤니티
형성에 의해 직원간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환자의 공격을 받은 직원의 기분을 표출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멤버의 자주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조직에는 멤버가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유지시키는 계기가 되는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사례검토, 보고회의 장을 만든다.
케어하면서 나타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케어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환자의 공격적 행동이 경감되도록 하는 방법을 검증하는 장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이다.
2) 연구회를 실시한다.
인지증에 대해 학습하는 것으로 공격적 행동이 질병의 증상이라는 것과 질환 별 증상에 따라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3) 카운슬링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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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존정신간호사나 원외 카운슬러 등의 제 3 자에게 자신의 스트레스인지 상황이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장을 가지므로 병동 내에서 밝힐 수 없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2. 변용형 교육(変容型敎育)의 적용
전술한 사례검토회의나 연구회에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직원에게 만연하는「공격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일의 일부이다」라는 체념이나「피해를 받은
직원의 환자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등과 같은 방어적 귀속(Thornton, 1984)의 배후에 있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 검증하는 자세를 촉진하여 태도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다.
3. 일본의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태도변화프로그램의 개발
Ajzen(1988)에 의하면 태도와 개성은 같은 특징을 갖지만 태도는 개성보다도 순응성이 있으며
변화되기 쉽다. 따라서 환자의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인 직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表 소진척도하위항목의 점수 별 대응방법의 평균치 비교
0～5 点
ｎ＝9

6～7 点
ｎ＝7

8～点
ｎ＝4

有意確率

2.11±0.31

3.29±0.29

3.25±0.25

0.018*

1.67±0.29

2.43±0.30

3.25±0.48

0.020*

1.56±0.29
1.56±0.24
1.89±0.26

2.43±0.30
3.14±0.26
3.29±0.29

2.75±0.25
3.50±0.29
3.50±0.29

0.036*
0.000***
0.001**

2.00±0.00

2.43±0.30

3.25±0.48

0.013*

ATAS 総得点

38.22±1.40

49.00±1.94

54.00±4.10

0.000***

言語的攻撃（케이스②）에 대한 대응방법
협력적이지 않는 태도의 예이다.(不快）

2.33±0.24

3.14±0.26

3.25±0.25

0.037*

소진尺度의下位項目
DP(離人化）得点
身体的攻撃（케이스①）에 대한 대응방법
불쾌하고 짜증나는 행동이다.(不快）
타인을 지배하거나 상처를 주기 때문에
동요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충동이다.
(侵入的인行為）
용서할 수 없다.(不快）
무익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다.(不快）
유해한 행동이기 때문에 폐가된다.(不快）
수발자가 그 환자를 다른 측면에서 보는데
도움이 된다.
(コミュニケーシ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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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하고 짜증나는 행동이다.(不快）

2.33±0.24

3.00±0.22

3.25±0.25

0.044*

ATAS 総得点

41.33±1.55

49.86±3.36

51.75±2.95

0.021*

소진尺度의下位項目
EE（情緒的疲弊）得点

0～15 点
ｎ＝8

16～20 点
ｎ＝8

21～点
ｎ＝4

有意確率

身体的攻撃（케이스①）에 대한 대응방법
수발자가 그 환자를 다른 측면에서 보는데
도움이 된다.(コミュニケーション）

2.25±0.25

2.13±0.13

3.25±0.48

0.029*

ATAS 総得点

42.00±2.41

43.88±2.73

55.00±4.10

0.031*

一元配置分散分析
***:p<0.001 **:p<0.01 *:p<0.05

図 ＡＴＡＳとＭＢＩ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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