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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존재감을 해치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인권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주요한 노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 긴급전화의 설치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도입, 학대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다[1].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시설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와 관련된 제도적 

근간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에 집중되던 관심이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발견 및 개입에 대한 적극성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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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식구조에 관해 퍼지구조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최상층의 노인학대행위는 중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업무과중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업무과중은 하층의 사회복지사의 성격,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층의 사회복지사의 성격, 노인에 대한 지식, 클라이언트의 성격,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은 중간층을 거치지 않고 최상층의 노인학대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과중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같은 중간층에 위치하지만 업무과중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연령, 직업이미지, 교육, 처벌규정은 독립층으로 존재하여 노인학대행위 및 관련요인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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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fuzzy structure model for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social workers related to the elder abuse factors was deriv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was obtained as follows. First, the elder abuse behavior at the top layer was related 
to the attitude of the elderly and the work overload of social workers. Second, the attitude of the elderly and the work overload of 
social workers at the  middle layer were related to the personality of social worker, the physical and mental dependency of client, 
and the personality of client. Third, the personality of social worker, the knowledge of the elderly, the personality of client, and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of the client affected directly the elder abuse behavior without going through the middle 
layer. Fourth, the work overload of social workers at the middle layer was affected the attitude of the elderly. Finally, the age of social 
workers, the working image, the job training, and provision of punishment to the social workers were the isolated layer,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 abuse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was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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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인문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편이며 노인학대의 원인 

을 단선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발생요인으로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가족적 

요인, 노인차별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검증하였다. 한편 

연구대상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이 연구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2-6].  당사자인 노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가치, 태도를 이해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학대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 예방 및 

개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연구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관해 단선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는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노인복지실천현장에 유용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연구에서 FSM(Fuzzy Structure Modeling : 퍼지구조모델링)법이 

유효하다는 선행연구[7]를 바탕으로 사회시스템의 구조화에 활용되 

고 있는 퍼지이론의 FSM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FSM[8-15]법은 

요인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데 있어 단순히 평가자의 평가치를 0과1

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심리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0과 1사이의 실수값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학대 

발생요인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회복지사로 조사대상을 제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에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전달하고 노인학대 행위 및 

관련변인(E1～E11)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 유무를 0과 1로 표기하게 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로 표기한 변인들 간의 관계의 정도를 0

과 1사이의 수치로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치가 1에 가까울수록 변인 

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집한 자료는 그림1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1. 의식구조의 분석방법
Fig. 1. Analysis Method of Consciousness Structure 

3. 노인학대 발생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은 노인학대행위 및 관련요인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명은 표1과 같다.

표 1. 노인학대 발생요인
 Table 1. Determinants of Elder Abuse Behavior

Factor Determinants of Elder Abuse Behavior 

E1 Elder Abuse Behavior

E2 Age of Social Worker

E3  Personality of  Social Worker

E4 Attitude of the Elderly

E5 Knowledge of the Elderly

E6 Working Image

E7 Work Overload

E8 Job Training

E9 Provision of Punishment

E10 Physical and Mental Dependence

E11 Personality of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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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lder Abuse Behavior(E1)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    

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 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Age of Social Worker(E2)

사회복지사의 연령을 의미한다.   

3.3 Personality of  Social Worker(E3)

타인을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하려는 사회복지사의 성격     및 

특성을 의미한다. 

3.4 Attitude of the Elderly(E4)

노인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개인이 

노인에 대해 갖는 신념들의 강도와 반응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3.5 Knowledge of the Elderly(E5)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노화과정에 대      해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3.6 Working Image(E6)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의미한다. 

3.7 Work Overload(E7)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부담으로 느끼     는 

정도를 의미한다. 

3.8 Job Training(E8)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소속기관 및 외부기관이 주체하는     모든 

유형의 교육에 참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3.9 Provision of Punishment(E9)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노인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제도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을 의미한다.

3.10. Physical and Mental Dependence(E10)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도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3.11 Personality of Client(E11)

타인의 처지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중심적인 성격 또는 특성을 의미 한다.    

4.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식구조 분석

표2는 ISM을 적용하기 위해 구한 노인학대 발생요인 11개 간의 

관계를 0.1의 값으로 평가한 후 관계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전문가 5

명이 요인간의 관계 유무를 논의한 후 합의하여 평가한 값이다.   

표 2. ISM의 관계행렬
Table 2. Relation Matrix of ISM

Factor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 0 0 0 0 0 0 0 0 0 0 0

E2 1 0 0 1 1 0 0 0 0 0 0

E3 1 0 0 1 0 0 1 0 0 0 0

E4 1 0 0 0 0 1 1 0 0 0 0

E5 1 0 0 1 0 1 1 0 0 0 0

E6 1 0 0 1 1 0 1 0 0 0 0

E7 1 0 0 1 0 0 0 0 0 0 0

E8 1 0 0 1 1 0 0 0 0 0 0

E9 1 0 0 0 0 0 0 0 0 0 0

E10 1 0 0 1 0 0 1 0 0 0 1

E11 1 0 0 1 0 0 1 0 0 0 0

표3은 FSM을 적용하기 위하여 구한 노인학대 발생요인 11

개 간의 관계를 [0.1]의 값으로 평가한 퍼지행렬이다. 즉,노인학대 

발생요인 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평가한 값이다. 

  표 3. FSM의 퍼지행렬
Table 3. Fuzzy Matrix of FSM

Factor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 0 0 0 0 0 0 0 0 0 0 0

E2 0.46 0 0 0.44 0.40 0 0 0 0 0 0

E3 0.72 0 0 0.60 0 0 0.68 0 0 0 0

E4 0.82 0 0 0 0 0.64 0.64 0 0 0 0

E5 0.72 0 0 0.64 0 0.58 0.52 0 0 0 0

E6 0.62 0 0 0.62 0.46 0 0.54 0 0 0 0

E7 0.73 0 0 0.78 0 0 0 0 0 0 0

E8 0.48 0 0 0.52 0.62 0 0 0 0 0 0

E9 0.64 0 0 0 0 0 0 0 0 0 0

E10 0.68 0 0 0.70 0 0 0.84 0 0 0 0.48

E11 0.85 0 0 0.68 0 0 0.74 0 0 0 0

표4는 표3의 퍼지행렬이 퍼지비반사율, 퍼지비대칭 및 

퍼지반추이율을 만족하도록 만든 수정행렬이다. 

표 4. FSM의 퍼지수정행렬
Table 4. Fuzzy Modified Matrix of FSM

Factor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 0 0 0 0 0 0 0 0 0 0 0

E2 0.46 0 0 0.44 0.40 0 0 0 0 0 0

E3 0.72 0 0 0.68 0 0 0.68 0 0 0 0

E4 0.82 0 0 0 0 0.64 0.64 0 0 0 0

E5 0.72 0 0 0.64 0 0.58 0.52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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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0.62 0 0 0.62 0.46 0 0.54 0 0 0 0

E7 0.78 0 0 0.78 0 0 0 0 0 0 0

E8 0.48 0 0 0.52 0.62 0 0 0 0 0 0

E9 0.64 0 0 0 0 0 0 0 0 0 0

E10 0.78 0 0 0.78 0 0 0.84 0 0 0 0.48

E11 0.85 0 0 0.74 0 0 0.74 0 0 0 0

표5는 표4에서 계층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구조화 행렬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상층, 중간층, 최하층의 계층구조별로  노인학대 

발생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5는 최상층의 노인학대행위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간의 관계를 구조로 나타냄에 있어서의 층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4와 표5의 값으로 사회복지사의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의식구조를 나타내는 퍼지구조모델을 그림2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2는 역치인 p와 파라미터인 𝜆를 변화시켜가면서 

노인복지서비스기관에서의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현실성 있는 의식구조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p=0.65, =-0.3 일 때가 현실에 적합한 모델로 판정된 것이다.        

표 5. 노인학대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층의 구분
 Table 5. Classification of Layer for Determinants of Elder Abuse 

Behavior   

Classification Determinants of Elder Abuse Behavior

Top layer E1

Middle Layer E4, E7

Lowest Layer E3, E5, E7, E10, E11

Isolated Layer E2, E6, E8, E9

그림2의 퍼지구조모델을 바탕으로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식구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최상층의 노인학대행위는 중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업무과중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업무과중은 사회복지사의 

성격,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하층의 사회복지사의 성격, 노인에 대한 지식, 

클라이언트의 성격,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은 

중간층을 거치지 않고 노인학대 행위에 관여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업무과중은 같은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연령, 직업이미지, 교육, 처벌규정은 

독립층으로 존재하여 노인학대행위 및 관련요인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65, 𝜆=-0.3)

그림 2. 퍼지구조모델의 구성
Fig. 2. Construction of Fuzzy Structure Model

 

5. 결 론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적 이슈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노인학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는 주로 가족에 의한 학대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학대와 예방 및 개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관해 

계층적으로 구조화하는 퍼지구조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상층의 노인학대 행위는 중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업무과중과 연결되어 있고, 중간층인 노인에 대한 태도, 업무과중은 

최하층에 위치하는 사회복지사의 성격,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노인학대의 발생구조는 

타인을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하려는 사회복지사의 성격 및 

특성, 타인의 처지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중심적인 성격 또는 특성,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도움의 정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과 업무과중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 요인이 노인학대 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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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앞서 언급한 노인학대 발생요인을 분석해 보면 

서비스제공자 요인, 근무환경적 요인, 클라이언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 요인에는 사회복지사의 성격,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지식, 근로환경적 요인에는 업무과중, 

클라이언트 요인에는 클라이언트의 성격,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노인학대 

발생요인을 서비스제공자, 근무환경, 클라이언트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별로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학대 발생요인 중 최하층인 사회복지사의 성격,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클라이언트의 성격은 

노인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노인에 대한 

태도,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요인이 다시 노인학대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성격,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클라이언트의 성격은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직접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외 다른 

노인학대 발생요인인 노인에 대한 태도, 업무과중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들 요인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연령, 직업이미지, 노인학대 관련 

교육, 처벌규정은 독립층으로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학대 관련 교육은 

노인인권을 존중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교욱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학대 

관련 교육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노인학대 관련 교육방법과 수준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J.H. Park, K.H. Kim, “A Critical Appraisal of Mandated 

Reporting and Intervetion of Elder Abuse”, The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Vol.6, pp.297-324, 2008.

[2]  M.E Park,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Elder Abuse 

of Community Elderl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26, pp.309-336,  2004. 

[3]  Y.H. Lee, “The Impact of Elder Abuse Risk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s of Elder Abus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al, Vol.23, No.2, pp.105-123, 2003.

[4]  H.K.Han, “A Study on Sources of Improperness of Elder Abuse 

Reporting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Content Analysis of 

Experts' Perception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al, 

Vol.26, No.24, pp.767-783. 2006. 

[5]  E.H.Le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mentia Elderly 

Abuse in Kyonggido”,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al, Vol.24, No.3, pp.91-110, 2004.

[6]  Bae, M.S. Jeong, “A Gender Comparative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Elder Abus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36, pp.35-61. 2007.

[7]  Y.J. Jang, “Fuzzy Analysis of Consciousness Structure of 

Administrator for Determinative of Care Service Qualit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23, No.3, 

pp.232-237, 2013. 

[8]  E. Sanchez, “Resolution of Composite Fuzzy Relation 

Equation”, Information and Control, Vol.30, pp.38-48, 1976

[9]  E. Tazaki and M. Amagasa, “Structural Modeling in a Class 

of System Using Fuzzy Sets Theory”, Fuzzy Sets and System, 

Vol.2, No.1, pp.87-103, 1979. 

[10] .J.M. Ju, S.G. Hwang, Y.M. Park, K.P. Park, “A Study on 

Purchase Pattern Analysis Method of Intelligent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Using FSM”,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14, No.2, pp.509-

512, 2004.

[11]  Y.J. Lee, S.G. Hwang, “A Consciousness Structure Analysis for 

the Success Factors of Company Projects Using FSM”,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19, No.5, pp.720-724, 2009.

[12]  J.D. Gi, S.G. Hwang, “Fuzzy Analysis for Consciousness 

Structure of Core Competency of Manufacturing Workers”,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21, No.3, pp.378-

382, 2011.

[13]  S.G. Hwang, Y.M. Park, “Fuzzy Structure Analysis for Factors 

of Project Performanc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22, No.1, pp.114-118, 2012.

[14] Y.M. Park, S.G. Hwang, “Structure Analysis for Core 

Competency of CEO”,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25, No.1, pp.85-90, 2015. 

[15]  S.Y. Choi, S.G. Hwang, “Structural and Job Analysis for Core 

Competency of Aircraft Maintenance Crew Using Fuzzy 

Theory”,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25, No.6, 

pp.607-614, 2015. 



http://dx.doi.org/10.5391/JKIIS.2016.26.6.458

FSM을 이용한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식구조 분석 | 463

저자소개

장윤정(Yun-Jeong Jang)

2000년 :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 문학사

2004년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사회복지학 

석사

2008년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퍼지모델링 및 평가 

Phone : +82-55-249-2277

Fax : +82-505-999-2138

E-mail : jangyj@kyungnam.ac.kr


